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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학교보건은 국민보건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최근 학생의 체위는 향상되었고 일반적인.

건강상태도 개선되어왔다 전염성 질환이나 영양장애와.

같은 건강문제는 급속히 감소된 반면에 시력장애 치아,

우식증 정신과적 문제 소아성인병 등의 건강문제가 대, ,

두되고 있다 이러한 건강문제의 대부분은 학생 개인의.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건강 생활양식을 고취하도록 하는 보건교육이 더욱 강조

된다고 볼 수 있다서성제 건강문제 중 시력장( , 1991).

애 문제는 고도의 산업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학력위,

주의 사회 분위기 대중매체의 과다한 이용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근래에 우리나라는 생활수.

준이 향상된 반면 장시간 오염된 환경에서 근업에 종사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비디오 컴퓨터의 사용 증가TV, ,

및 대학입시에 따르는 과중한 학업 등으로 인하여 시력

장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운동능력 발달이 이루어.

지는 학령기에 시력문제로 불편을 느끼게 되면 신체 정

신적 정서적 문제는 물론 학습에 문제를 가져오므로 이,

시기의 시력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시력문제중 대부분은 근시안으로서 수업시 자

세 등 잘못된 습관 및 학습시간의 과도함이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김시한과 김상민 성장발육기에( , 1977),

있는 학령기 아동들은 성인과 달라서 신체기능이 환경조

건에 쉽게 적응됨으로서 처음에는 가성 근시가 유발되다

가 장기간 독서 등 부적절한 조건이 반복되면 진성 근시

안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보고있다조재갑 최광주 및 박( , ,

병일 학령기 시력장애의 대부분인 근시안의 발, 1983).

생요인에 관하여서는 아직 확실한 정설이 없지만 유전적

요소 영양실조 환경적 요소 정신질환 등과 이들 간의, , ,

상호작용이 가능한 요인으로 알려져있으며유재복( ,

그동안 연구결과에서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요1991). ,

인에 의해 시력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선천적 요인보다 변화 가능한 후천적 요인을 더 중

요시하는 경향이 있다(Duke-Elder, 1970; Safir,

1980).

시력저하는 학생 개개인의 삶의 질의 저하 뿐 아니라

미래 국민의 보건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아동들의 건강증진과 학교보건의 측면에서 고려할 중요

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시력저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시력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시력 저하 실태를 조사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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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저하 관련요인을 탐색한다2) .

Ⅱ 문헌 고찰.

학령기 아동의 시력저하1.

출생시 대부분 은 원시 상태이며 그후(80%) (+2.5D)

안축이 길어져 약 세에 성인크기가 된다 동시에 각막14 .

과 수정체의 만곡이 약해져 정시상태가 되는데 일부는

원시 또는 근시 상태가 된다 이러한 비정시의 요인은.

안굴절력과 안축장의 불균형에 있으며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 중 굴절이상안은 이고 그중 근시는 정50-60% 32%

도로 보고 있다 윤동호이상욱 및 최억 굴절( , , , 1993).

이상과 연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은 원시Brown(1936)

가 세까지 증가하고 근시는 세부터 증가한다고 보7 8-13

고하였고 는 연령에 따른 굴절이상, Duke-Elder(1970)

안의 변화는 세까지 근시안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20

하였다.

윤원식 은 학교 근시는 세 정도에서 서서히(1975) 10

진행하여 세 정도에서 정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25

고 김재찬과 구본술 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경도, (1988)

근시가 증가하고 특히 초등학교 학년에서 학년 사이와4 6

중학교 학년과 학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근시 정도가2 3

갑작스러운 증가를 함을 보고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시.

력저하의 증가는 굴절력검사를 통해 본 굴절력이상 유병

율에 대한 보고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학령기 굴절이상

유병율은 적게는 이송희 김창현 김미선 박성27.8%( , ,

인 및 박병규 에서부터 많게는 신경학과, , 1977) 47.5%(

고충제 까지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1983) .

편 김승영과 민병무 는 근시는 발생후 초기 년, (1998) 1

에서 가장 많은 진행을 보이며 학령기 직전에서 학령기

초기에 발생한 근시일수록 빠른 진행을 보인다고 하였다.

근시의 관련요인2.

시력장애의 대부분인 근시안의 발생요인에 관하여서는

확실한 정설이 없으나 근시의 발생원인에 대해 유전적

요소 영양실조 환경적 요소 정신질환 등과 이들간의, , ,

상호작용으로 인한 다양한 요인들의 관련 가능성이 보고

되고 있다 후천성 근시는 장기간 근업으로 인해 초래되.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 학교 근시는 특히 근업에 의한 것

으로 정의된다(Inatomi, 1986). Angle & Wessmann

은 학업시간에 따른 근시의 굴절력 증가가(1980) 5-14

세 때 현저하다고 하였고 근업 유무에 따라 근시의 굴,

절력에 차이가 있으며 학업시간으로 인한 눈의 남용이,

근시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도. Vaughan(1983)

굴절이상의 발생은 독서환경 및 독서습관에 의해 영향을

받게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학습자세와 책과의 거리가 시력

저하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하고있는데 조등

은 학습시 책과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단(1983) 30cm

정히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군에서 비정

상 시력의 빈도차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김과 김,

은 이내로 독서하는 경우가 정상군의(1977) 20Cm

에 비해 시력저하군에서는 로 높은 비율을30.3% 41.5%

보였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근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근시발생이 더 높다는 연

구결과가 있다(Goldschmidt, 1968; Mohan, Pakrasi,

한편 시청거리 및 환경조도의and Garg, 1988). , TV

적절성이 관련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김과 김(1977)

은 시청시 실내조명을 밝게하는 경우가 시력저하T.V.

아동에서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조 등 은(1983)

브라운관 폭 배이상의 거리를 적절한 거리로 간T.V. 10

주하였을 때 시력과 시청거리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음식물 섭취 또한 근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연구구 김 및 양( , , , 1988;

김과 김 에서 근시발생과 편식이 매우 유의한 관, 1977)

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박정욱 은 중고등학. (1994)

생 시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을 보기 위

한 다변수 로지스틱 분석결과 성별 연령 부의 시력 형, , ,

제의 시력 근업량과 근업시 자세 시청거리가 유의한, , TV

연관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구 등 의 연구에서도. (1988)

독서자세 근업시 거리 및 조명상태 외에 시청거리, TV ,

시간 조도 및 자세 등이 시력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 .

김은주와 고승덕 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력(1994)

이상군과 미만군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에서 본인의0.7

시력인지도 부모의 시력상태 편식습관 유무 시청거, , , TV

리 및 자세 독서 자세 및 책과의 거리 시청 및 독서, , TV

시 조명 교실조명상태에 대한 인지도가 유의한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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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시력 저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요인을 탐

색하기위한 상관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2.

비확률표출인 임의 표출에의해 소도시에 소재하고있는

개 초등학교 학년생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2 4, 5, 6 697

다 자료수집은 설문조사 및 건강기록부를 통해 이루어졌.

다 년도와 년도에 이루어진 시력검사 자료를. 1999 2000

분석하였으며 시력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규

신체검사시 한천석 시력표를 사용하여 양호교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설문지는 학생에게 배부되어 부모와 학생에.

의해 응답이 이루어졌다 설문지 구성은 개인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 문항 시력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문(5 ), (23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선천적)

요인 근업요인 영양요인 및 기타요인으로 구분되었다, , .

시력상태의 분류는 에서 규정한 시력검사 분류표에WHO

의해 이상 이하로 분류하였으1.0 , 0.7-0.9, 0.6-0.3, 0.2

며유재복 교정하지 않은 단안의 시력이 미( , 1991), 0.7

만인 경우 시력저하군으로 정의하였다.

자료분석 방법3.

학년별 좌 우안 시력 및 변화 정도는 백분율 비교를1) ,

사용하였다.

시력정상군 저하군으로 구분하고 각 변수에 대해 각2) ,

항목별 분포의 백분율을 구하고 검정과 카이제곱 검t

정으로 두 군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시력 저하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위해 로지스틱3)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1.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명 여학생338 (48.49%), 359

명 으로 학년 각각 명(51.1%) , 4,5,6 272 (39.02%),

명 명 명이었다 부의 교육214 (30.70%), 211 (30.27%) .

수준에서는 대졸 명 모의 교육은 고졸이(366 , 52.69%),

명 경제수준에서는 중 명(468 , 67.39%), (259 , 67.39%)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697)

n %

성별 남 338 48.49

여 359 51.51

학년 학년4 272 39.02

학년5 214 30.70

학년6 211 30.27

부의 교육수준 대졸 366 52.69

고졸 302 43.40

중졸 29 3.92

모의 교육수준 대졸 173 24.78

고졸 468 67.39

중졸 29 7.83

경제수준 상 131 24.78

중 259 67.39

하 307 7.83

학령기 아동의 시력실태2.

학생들의 학년별 시력분포의 실태는 표와 같다 표1) <

미만의 이상시력의 분포는 좌안시력은 학년2>. 0.7 4

학년 학년 로 각각26.84%, 5 31.30%, 6 38.39%

나타났다 우안시력은 각 학년별로. 28.31%,

표 학년별 시력분포< 2>

시력

학년

좌안시력 우안시력

시력저하군 시력정상군
계

X²

시력저하군 시력정상군
계

X²0.2 0.3-0.6 0.7-0.9 이상1.0 0.2 0.3-0.6 0.7-0.9 이상1.0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년4 36 13.24 37 13.60 51 18.75 148 54.41 272 100.0

24.79**

30 11.03 47 17.28 32 11.76 163 59.93 272 100.0

11.45*년5 24 11.21 43 20.09 15 7.01 132 61.68 214 100.0 24 11.21 41 19.16 22 10.28 127 59.35 214 100.0

년6 36 17.06 45 21.33 20 9.48 110 52.13 211 100.0 40 18.96 40 18.96 29 13.74 102 48.34 211 100.0

계 96 13.77 12517.93 86 12.34 390 55.95 697 100.0 94 13.49 12818.36 83 11.91 392 56.24 697 100.0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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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역시 좌안과 동일하게 학년이30.37%, 37.92%

높아질수록 이상시력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이러한 시력정도별 분포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것이었다(p<.01).

아동의 년전 시력과 현재시력을 비교하여 저하를 경2) 1

험한 아동의 비율을 조사한 학년별 년간의 시력저하1

율은 표 과 같다 좌안의 경우 학년은< 3> . 4 44.24%,

학년은 학년은 의 학생이 시력5 32.86%, 6 43.60%

저하를 경험하였고 우안은 학년 각각, 4,5,6

의 시력저하율을 나타내37.87%, 34.27%, 47.87%

어 양안 평균 의 저하율을 나타냈다40.12% .

시력저하의 관련 요인3.

시력저하의 영향 요인1)

시력저하의 영향요인에 관한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

다 시력저하군은 단안 혹은 양안시력이 미만인 경. 0.7

우를 의미하며 영향요인은 선천적요인 근업요인학습활, (

동 여가활동 영양요인 및 기타요인으로 구분되어졌다, ), .

일반적 특성 요인 학년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1) : , , ,

경제수준을 분석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변수는 학년

과 성별이었다 미만의 시력저하를 가진 아동은. 0.7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여학생

에서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

선천적 요인 부의 시력 모의 시력 형제의 안경(2) : , ,

착용을 변수로 두군을 비교 분석하였을 때 부의 시

력과 모의 시력 형제의 안경착용 변수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근업요인 학습환경과 시청 컴퓨터사용 등 요(3) : TV ,

인을 조사하였을 때 시력저하군과 정상군간의 근업,

요인에 관한 단변량 분석에서 공부시 자세 의, TV

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학습시의 조명상태 시간 및 보조등. , ,

이용과 시청시간 자세 조명 및 시청거리 그TV , , ,

리고 컴퓨터 이용시간 및 빈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6>.

영양요인 시력저하군과 정상군간의 영양요인에 관(4) :

한 단변량분석 결과 아침식사 여부 우유섭취 편, , ,

식습관 영양제복용 등 전체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표 년간의 학년별 시력저하율< 3> 1

좌안 우안

시력유지 시력저하 시력유지 시력저하

n % n % n % n %

년4 150 55.76 119 44.24 169 62.13 103 37.87

년5 143 67.14 70 32.86 140 65.73 73 34.27

년6 119 56.40 92 43.60 110 52.13 101 47.87

표 시력저하영향요인 일반특성 요인< 4> - (N=697)

시력정상군 시력저하군 계
x²

n % n % n %

부의교육수준

대 244 52.70 119 52.65 363 52.69

.13고 200 43.20 99 43.81 299 43.40

중 19 4.10 8 3.54 27 3.92

모의교육수준

대 116 25.00 55 24.34 171 24.78

.34고 38 8.19 16 7.08 54 7.83

중 310 66.81 155 68.58 465 67.39

경제수준

상 84 18.42 43 19.20 127 18.68

.95중 165 36.18 88 39.29 253 37.21

하 207 45.39 93 41.52 300 44.12

학년

4 194 41.28 78 28.68 272 39.02

5.83*5 147 31.28 67 31.31 214 30.70

6 130 27.45 81 38.86 211 30.27

성별
남 249 73.67 221 61.56 470 67.43

11.62**
여 89 26.33 138 38.44 227 32.57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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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력저하 영향요인 선천적요인< 5> - (N=697)

시력정상군 시력저하군 계 ²χ t

n % n % n %

부의시력 좋다 175 37.72 72 31.72 247 35.75

보통 197 42.46 91 40.09 288 41.68 6.46*

나쁘다 92 19.83 64 28.19 156 22.58

모의시력 좋다 140 30.04 77 34.07 217 31.36

보통 238 51.07 92 40.71 330 47.69 7.13*

나쁘다 88 18.88 57 25.22 145 20.95

M SD M SD
-2.52*

형제안경낄확률 0.23 0.30 0.30 0.36

* P<.05

표 시력저하 영향요인 근업관련 요인< 6> - (N=697)

시력정상군 시력저하군 계 ²χ

n % n % n %

학

습

환

경

조명상태

좋다 242 51.60 112 49.56 354 50.94

1.16보통 215 45.84 105 46.46 320 46.04

어둡다 12 2.56 9 3.98 21 3.02

학습시간

시간이하1 183 39.10 78 34.51 261 37.61

4.78
시간1-2 229 48.93 108 47.49 337 48.56

시간2-3 47 10.04 32 14.16 79 11.38

시간이상3 9 1.92 8 3.54 17 2.45

공부시자세

책상이용 336 71.64 141 62.11 477 68.53

6.44*방바닥에앉음 64 13.65 41 18.06 105 15.09

눕거나 업드림 69 14.71 45 19.82 114 16.38

보조등이용
한다 117 24.95 67 29.65 184 26.47

1.73
안한다 352 75.05 159 70.35 511 73.53

T

V

시

청

시간

시간이상1 58 12.39 36 15.93 94 13.54

1.79시간1-2 300 61.10 142 62.83 442 63.69

시간이상3 110 23.50 48 21.24 158 22.77

자세

의자에앉음 89 19.06 46 20.44 135 19.51

0.19바닥에앉음 255 54.60 121 53.78 376 54.34

눕거나 업드림 123 26.34 58 25.78 181 26.16

의 위치TV

눈 높이보다낮다 44 9.40 17 7.52 61 8.79

8.02*눈 높이와같다 332 70.94 143 63.27 375 68.44

눈 높이보다높다 92 19.66 66 29.20 158 22.77

조명상태

불을켠상태 424 90.79 203 89.82 627 90.48

0.29희미한불을켠상태 28 6.00 14 6.19 42 6.06

블을 끈상태 15 3.21 9 3.98 24 3.46

시청거리

이상3m 62 13.48 28 12.56 90 13.18

2.75
미만 이상3m -2m 207 45.00 94 42.15 301 44.07

미만 이상2m -1m 168 36.52 83 37.22 251 36.75

미만1m 23 5.00 18 8.07 41 6.00

컴

퓨

터

또는

게

임

일주일간이용빈도

없다 68 14.66 40 17.70 108 15.65

1.97
회1-2 116 25.00 61 26.99 177 25.65

회3-4 107 23.06 45 19.91 152 22.03

거의매일 173 37.28 90 35.40 263 36.67

회이용시간1

전혀안하거나 시간정도1 261 56.01 144 63.72 405 58.53

7.40시간정도2 156 33.48 71 31.42 227 32.80

시간정도3 29 6.22 6 2.65 35 5.06

시간이상3 20 4.29 5 2.21 25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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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7>.

기타요인 자기시력인지 정기시력검사 여부 교실(5) : , ,

의 밝기에 대해 분석하였을 때 이 중 자기시력 인,

지도 정기시력검사 실시 빈도에서 시력저하군과 정,

상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8>.

시력저하의 예측요인2)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했던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택하

고 시력저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 중회귀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년이 증가할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

표 시력저하 영향요인 근업관련 요인 계속< 6> - ( ) (N=697)

시력정상군 시력저하군 계 ²χ

n % n % n %

컴

퓨

터

또는

게

임

눈과의 거리

이상30㎝ 179 40.04 82 37.27 261 39.13

1.67
20-30㎝ 197 44.07 108 49.09 305 45.73

10-20㎝ 63 14.09 26 11.82 89 13.34

이하10㎝ 8 1.79 4 1.82 12 1.80

* P<.05

표 시력저하 영향요인 영양요인< 7 -〉 (N=697)

시력정상군 시력저하군 계 ²χ

n % n % n %

아침식사 매일먹는다 281 59.79 140 61.95 418 60.49

0.33
거의먹는다 136 28.94 61 26.99 197 28.30

거의못먹는다 53 11.28 25 11.06 78 11.21

우유섭취 매일먹는다 245 52.24 119 52.65 362 52.37

거의먹는다 165 35.18 82 36.28 246 35.54 0.35

거의못먹는다 59 12.58 25 11.06 84 12.09

편식습관 없다 224 48.07 94 41.59 315 45.95

있다 242 51.93 132 58.41 374 54.05 2.57

시력관련

영양제복용

규칙적복용 6 1.28 3 1.33 9 1.30

가끔복용 37 7.92 26 11.50 63 9.09

전혀안함 424 90.79 197 87.17 621 89.61 2.37

표 시력저하영향요인 기타요인< 8> - (N=697)

시력정상군 시력저하군 계 ²χ

n % n % n %

자기시력인지 안다 252 53.96 92 40.89 344 49.71
10.38**

모른다 215 46.04 133 59.11 348 50.29

정기시력검사 년에 회이상1 2 29 6.22 70 30.84 99 14.29

9.50**년에 번1 1 285 61.16 130 57.27 415 59.88

전혀하지않음 152 32.62 27 11.89 179 25.83

교실의 밝기 알맞다 397 87.06 181 81.90 578 85.38

4.14어둡다 56 12.28 36 16.29 92 13.59

너무눈부시다 3 0.66 4 1.81 7 1.03

안경낀시기 입학전 7 26.92 8 5.10 15 8.20

15.58*

학년1 3 11.54 21 13.38 24 13.11

학년2 3 11.54 37 23.57 40 21.86

학년3 6 23.08 40 25.48 46 25.14

학년4 4 15.38 38 24.20 42 22.95

학년6 3 11.54 13 8.28 16 8.74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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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안경을 착용한 경우 공부시의 자세가 바르지 않,

은 경우 의 위치가 눈높이 보다 경우 자신의 시력을, TV ,

모르는 경우에서 더 시력저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4

학년보다 학년에서 시력이 더욱 저하되었으며5,6

여학생에서 시력저하가 더욱 되었는데(O.R=1.06),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O.R=2.29) (p<.01).

모의 시력에서는 부의 시력이 좋을수록 그(O.R=1.26),

리고 모의 시력이 좋을수록 자녀의 시력은(O.R=1.25)

양호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한편 형제의 안경착용 비율이 높을 수록 더 시력이 저

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시의(O.R=2.31)(p<.01).

자세는 앉아서 하는 경우가 자세가 불량한 경우보다

시력저하가 적었으며 가 눈높이보다 낮(O.R=.90) , TV

은 경우 시력저하율이 낮았다 자기의 시력(O.R=.48) .

을 아는 경우에서 시력저하율이 낮았다(OR=.77)

정기시력검사 시행은 오히려 자주하는 경우가(p<.01).

시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O.R=1.19) < 9>.

표 시력저하의 에측요인 로지스틱 분석< 9> ( )

변수 구분 O.R Wald C.I.

학년
5.6 1.06 .83-1.35

4 1.00 -

성별
여 2.29 1.52-3.45**

남 1.00 -

부의시력

매우 좋다 1.26 1.63-8.03

보통 1.15 1.31-6.04

나쁘다 1.00 -

모의시력

매우좋다 1.25 .59-2.66

보통 1.45 .70-2.99

나쁘다 1.00 -

형제안착율 안경낀다 2.31 .80-6.66**

공부시의 자세

책상에 앉아서 .90 0.44-1.84

방바닥에 앉아서 .85 0.33-2.22

눕거나 엎드리거나 1.00 -

위치TV

가 눈높이보다 낮다TV .48 .16-1.43

가 눈높이보다 같다TV .63 .33-1.18

가 눈높이보다 높다TV 1.00 -

정기시력검사

년에 회 이상1 2 1.19 .45-3.19

년에 회1 1 1.06 .54-2.08

전혀하지 않음 1.00 -

자기 시력인지
안다 .77

.44-1.38**
모른다 1.00

** p<.01

V 논 의.

근시의 발생은 유년기부터 시작되며 근시의 발생은 유

전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환경요인이,

시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알려져왔다(Duke-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학Elder, 1970; Safir, 1980).

생들의 학년별 시력실태조사에서 미만의 이상시력의0.7

비율은 좌안시력은 학년 학년4 26.84%, 5 31.30%, 6

학년 로 각각 나타났으며 우안시력은 각 학년별38.39%

로 로 역시 좌안과 동일하28.31%, 30.37%, 37.92%

게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상시력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을 보이는데 이는 김과 구 가 학령기 아동(1988) 156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이하의 비율이 학년0.7 4

년 년 로 보고한 것과 비교33.4%, 5 33.4%, 6 30.6%

하여 볼 때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학생을. ,

대상으로 한 시력조사에서 전예진과 김명 은(1994) 0.7

이하의 시력이 남학생은 좌안 우안 여43.2%, 40.8%,

학생은 좌안 우안 로 높은 비율을 보여57.8%, 55.8%

초등학생의 저시 력비율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계속 상승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정욱 의 연구에서. (1994)

도 세 이상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시력15 0.6

이하의 저시력자는 남학생 여학생 로40.8 %, 52.0 %

연령에 따라 저시력자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p<.05)

있어 위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지난 년간 각 학년별 시력저하율을 보1

면 학년에서 좌안 우안 학년은4 44.24%, 37.87%, 5

좌안 우안 학년은 좌안32.86%, 34.27%, 6 43.60%,

우안 로 학년에서 가장 높은 시력 저하율을 나47.87% 6

타냈는데 이규영 의 연구에서는 년간 시력 변화(1997) 1

율을 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와 김 에16%-28% , (1980)

서는 학년에서 학년이 된 학생 중에서 근시방향으로의1 2

변화가 학년에서 학년으로 올라간 아동은48.5%, 5 6

로 학년에서 학년 사이와 학년에서 학년사이55.1% 5 6 1 2

에 근시 방향으로의 변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학년별 시력저하율과 유사한 경향

을 보인다고 하겠다 특히 학년 학생에서 년간 시력. 6 1

저하율이 높은 것은 학업 및 컴퓨터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시력저하 현상이 현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력저하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력저하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의 연구김과구 박( , 1988;

정욱 와 유사한 결과로서 근시의 진행이 남자보, 1994)

다 여자에서 일찍오고 이는 여자의 경우 조기에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Gardiner, 1961)

고하는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8 2

- 171 -

부모의 시력 및 형제의 안경 착용이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온 것은 의 연구Sorsby, Leary, and Fraser(1966)

에서 가족적 영향을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편 공부시의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경우 의 위치가 눈, , TV

높이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자신의 시력을 모르는 경우,

에서 더 시력저하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의,

연구 구 등 김과 고 와 유사한 결과로서( , 1988; , 1994)

바른 학습자세 및 시청위치가 시력건강증진과 관련TV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시력건강 문제

가 심각하며 근시발생 영향요인에서 사회환경적 요소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어 변화시킬 수 있는 관련요인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시력건강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학

생들의 시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다고

보겠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시력상태 및 시력저하에 관련

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개. 2

초등학교 학년 학년 학년 학생 명남 여4 , 5 , 6 697 ( 338,

명 이었으며 년과 년의 시력검사 자료분359 ) 1999 2000

석과 설문지 조사로 이루어졌다 시력저하의 예측요인을.

분석하기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만의 이상시력의 비율은 좌안시력은 학년1. 0.7 4

학년 학년 로 각각26.84%, 5 31.30%, 6 38.39%

나타났다 우안시력은 각 학년별로. 28.31%,

로 역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상30.37%, 37.92%

시력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시력비.

율은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지난 년간 각 학년의 평균시력 저하율은2. 1 40.12%

이었다.

시력저하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학년3. (O.R=1.06)

이 있었으며 성별에서는 여학생에서 더 시력저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시력(O.R=2.29).

이 좋을수록 모의 시력이 좋을수록(O.R=1.26),

자녀의 시력은 양호하였다 한편 형제(O.R=1.25) .

의 안경착용 비율이 높을 수록 더 시력이 저하된 것

으로 나타났다(O.R=2.31).

공부시의 자세는 앉아서 하는 경우가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경우보다 시력저하가 적었으며 가(O.R=.90) , TV

눈높이보다 낮은 경우 시력저하율이 낮았다(O.R=.48) .

자기의 시력을 아는 경우에서 시력저하율이(OR=.77)

낮았다.

이중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성 형(p<.01),

제의 안경착용 비율 시력인지여부 였다(p<.01), (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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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Children, Visual acuity

Factors Related to Vision

Disturbances in the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Shin, Hee-SunOh, Jin-Joo*

The vision disturbances of school-age children

has been recognized as and important school

health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urrent status of the visual health

and to explore the related factors for the

decrease in visual acuity in the elementary

school age children.

The study subjects were 697 children (Boys:

338, Girls: 359) of 4th to 6th grade in two

school in urban area. The visual acuity data of

the school health examination in 1999 and 2000

were utilized for analysis. The questionnaire for

children and parents was used for surve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prevalance rate of the children with the

visual acuity less than 0.7 on the left eye

were 26.84% ( Grade 4), 31.30% (Grade 5),

and 38.39% (Grade 6). The rate on the right

eye were 28.31% (Grade4), 30.37% (Grade

5), and 37.92% (Grade 6).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e of the visual

acuity less than 0.7 according to grade

(p<.01).

2. The rate of visual acuity decrease was

40.12%.

3. The factors related to the decrease in the

visual acuity were grade, sex, genetic factor,

posture, and the awareness of the visual

acuity.

There was more decrease in the visual acuity

* Department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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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children were in higher grade

(O.R= 1.06), girls (O.R=2.29). Children

having parents with better vision (Father:

O.R=1.26; Mother O.R= 1.25) showed

better vis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

children have siblings with glasses, there

was more decrease in the visual acuity

(O.R=2.31).

Students with good posture during study

(sitting on the chair) and watching TV to the

lower direction showed less decrease in the

visual acuity. Also, when the students know

their visual acuity, the rate of decrease were

lower.

The variables which odds ratio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ere sex (p<.01), siblings

with glasses (p <.01), and awareness of visual

acuity (p<.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