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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근점 변화의 AC/A비 체 평가지 에 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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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about evaluation test of Substitution of NPC Alteration for 

AC/A Ratio

Hyun Yoo, Eun-Hee Lee
Dept. of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Far East University

  약 본 연 에 는 폭주근점 변화를 통해 양안시 능 평가  가능  확 하고  하 다. 연 상 는 사

를 제 한 안질환  없고 단안 정 수 시력 1.0 상  30 (정시 16 , 근시 14 ) 었다. 조절근점과 폭주근점,

사 검사는 평상시  +1D  극 시에  측정하 다. 상  폭주근점  +1D  극 시 폭주근점보다 1.77cm

게 나타났고, 근시보다 정시에  폭주근점  게 나타났다. 정시 상 에  폭주근점과 +1D  극 시 폭주근점  

차 는 가하 다. 폭주근점  커질수록 근거리 사 에 가 워졌 , AC/A비는 크게 나타났다. 연 결과는 폭주

근점 변화가 양안시  참조변수  AC/A비를  체할 수 는 것  보여주었다. 다른 양안시 능 평가 검사들과 

합하고 비 한다 , NPC 변화는 체 평가지 로  개발  수  것 다.

주제어 : 폭주근점, 조절근점, 양안시, AC/A비, 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for assessment of binocular visual function about 

alteration for near point of convergence (NPC). Study subjects were total 30 (emmetropia 16, myopia 14), who 

had no eye disease except for the phoria and monocular corrected vision 1.0 and over. Near point of 

accommodation (NPA), NPC and phoria test were measured both at ordinary and stimulation of +1D. Ordinary 

NPC was 1.77cm shorter than NPC stimulated +1D and the NPC of emmetropia was shorter than that of 

myopia. The difference between NPC stimulated +1D and ordinary were increased in the emmetropia. As the 

NPC increased, the AC/A ratio was elevated and the feature of near exophoria appeared.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alteration of NPC might substitute AC/A ratio for reference variable of binocular vision. If converged 

and analyzed comparatively with another binocular visual evaluation test, the alteration of NPC could be 

developed for substitution of evalu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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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굴 이상은 일생동안 변화를 겪는다. 하 등[1] 은 6∼

20세에는 근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40∼60세에는 원시 쪽

으로 진행한다고 하 고, 정 등[2] 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등시의 발병률과 양안 굴 이상 차이가증가한다고 하

다. 이처럼 다양한 굴 이상에 따라 안경사는 굴 검

사뿐만 아니라, 양안시 검사도 요시하여 보다 정확한

처방을 해야 한다[3].

두 을 한 같이 사용 하는 것을 양안시(Binocular

Vision)라 하고, 양안시 상태로 시생활을하고있어 안경

처방검사는 양안시 상태에 맞추어 해야 한다[4]. 근거리

에서 양안시는 조 (Accommodation)과 폭주(Convergence)

의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지속시 안정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인 양안시 기능에 따라 편차가 있

을 수 있다[5,6].

양안시 기능은 사 도와 함께 조 성 폭주비(AC/A

ratio)로 평가하며, 시기능이상 검사 마지막 진단에서도

요한 역할을 한다[7]. 양안시 기능 평가결과 이상증세

가 보일 때 비수술 방법 하나로 시기능 훈련으로서

폭주훈련이있다[8]. 폭주는 앞에있는외계의물 을

향해서 두 의 시선을 집 시키는 의 운동을 말하며

근견반사로일어난다[9]. 한 양안시의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한 역할을하는 것으로, 박 등[10] 에 의하면

외사 보다 내사 일수록 AC/A비가 커진다고 하 다.

내사 가 클수록 양성 융합성 여력이크므로 폭주근 은

작게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AC/A비와 폭주근 은 서로

한 연 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00D에 의해 변화되는 폭주근

과 굴 이상, 근거리 수평사 , AC/A비와 계를 비교·

분석하고, 양안시 기능 평가의 AC/A비 체 참고변수

역할에 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2. 연 상 및 방법

2.1 연 상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동의한 20∼

30 의 사 를 제외한 안질환, 신질환이 없고 단안교

정 소수시력 1.0이상 원시를 제외한 30명(정시 16명, 근시

14명)을 상으로 하 다.

2.2 연 방법

2.2.1 절 상도 검사

자동굴 력계를 이용하여 략 인 굴 력을 측정한

뒤 포롭터를 이용하여 자각식 굴 검사로 단안 소수시력

1.0이상 완 교정하 다. 정시는 등가구면굴 력(Spherical

Equivalent) +0.50D ∼ -0.25D를 기 으로 하 다.

2.2.2 폭주근점 검사

폭주근 은 푸쉬업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피검자

에게 앞 40cm 펜 끝을 보도록 하고 천천히 앞으로

다가가 피검자의 이 모이다가 반 쪽으로 돌아가는 순

간 안구 회선 에서 펜 끝까지의 거리를 기록하 다. 안

구 정 부터 회선 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이

론 거리 13mm를 추가하여 기록하고, 자극을 주지 않

은 상태와 +1.00D의 자극을 상태로 총 3회씩 측정하

여 평균값으로 판단하 다. 정상범 는 분리 기 으로

8cm 이내로 하 다[11].

2.2.3 수평사  검사

사 검사는 수정된 토링톤(Modified Thorington)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우안에 Maddox rod를 수평방향으

로 장입하고 양안으로 수정된 토링톤 카드 앙 원

을 주시하도록 하 다. 우안 Maddox rod에 의한 수직방

향 선조 과 좌안의 원이 편 되어진 거리와 방향으

로 사 를 판별하 다. 먼 3m 떨어진 지 에 원거리용

수정된 토링톤 카드를 치시키고 원거리 측정을 한 뒤,

근거리용 수정된 토링톤 카드를 앞 40cm에 치시키

고 측정하 다. 곧바로 에 추가 으로 +1.00D, -1.00D

의 자극을 주어측정하 으며외사 인경우 -, 내사 인

경우 +로 기록하 다. 정 의 범 는 모건 기 을 따라

0∼6△으로 하 다[12].

2.3 통계

통계 분석은 SPSS (Ver. 18.0 for windows)를 이용하

다. 굴 이상도, 폭주근 , AC/A비, 수평사 각각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이용하

고, 그들의 인과 계를 통계학 으로 분석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95%의 신뢰구간으로, 유의수

p-value가 0.05보다 이하일 때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

다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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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3.1 상 들  절 상 포

　 Emmetropia Myopia Total

Male 9(64.29%) 5(35.71%) 14

Female 7(43.75%) 9(56.25%) 16

Total 16 (53.3%) 14 (46.7%) 30

S.E. (D) -0.03±0.85 -1.91±1.80 -0.91±1.58

S.E. : Spherical Equivalent

<Table 1> The distribution of Spherical Equivalent 

for subjects

굴 이상도에 따라서 정시와 근시로 나 그룹별 분

포를 <Table 1>로 나타냈다. 정시는 16명(53.3%), 근시

는 14명(46.7%)이고, 평균 의 굴 력은 정시가 –

0.03±0.85D, 근시가 –1.91±1.80D이 다.

3.2 폭주근점과 +1D 극에 한 폭주근점  

비

[Fig. 1] Comparison of NPC and NPC stimulate 

of +1D.

폭주근 과 +1D 자극 시 폭주근 을 Fig 1로 나타냈

다. 폭주근 은 7.53±2.20 cm로 나타났고, +1D 자극 시

폭주근 은 9.30±2.12 cm로 나타났다. +1D 자극 시 폭주

근 이 평균 으로 1.77cm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p= .000).

3.3 정시  근시  +1D 극 시 폭주근점 

    변화  폭주근점  차  값  비

Emmetropia(n=16) Myopia (n=14) Total (n=30)

NPC

(cm)
6.78±1.96 8.40±2.21 7.53±2.20

NPC +1D

(cm)
8.74±2.03 9.93±2.11 9.30±2.12

Difference

(cm) 1.97±0.59


1.54±0.66


1.77±0.65



: p<0.05,


: p<0.001

<Table 2> The difference of NPC and NPC stimulate

of +1D in Emmetropia, Myopia

정시와 근시의 +1D 자극 시 폭주근 변화와 폭주근

의 차이값을 비교하여 <Table 2>로 나타냈다.

폭주근 은 정시가 6.78±1.96cm, 근시가 8.40±2.21cm

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p= .042), +1D자극에의한 폭주

근 은 정시가 8.74±2.03cm, 근시가 9.93±2.11cm로 근시

가 더 크게 나타났으니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 .127). 폭주근 과 +1D자극에 의한 폭주근 에 차

이는 정시에서 1.97±0.59cm, 근시에서 1.54±0.66cm로 나

타나 정시에서 더 큰 차이를 보 지만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p= .072). 정시와 근시모두 +1D자극에

의한 폭주근 이 더 크게 나타났다(p< .001).

3.4 절 상도  폭주근점  차 값  상

[Fig. 2] Scatter plot and pearson correlation 

between S.E. and difference NPC.

굴 력에따른 폭주근 과 +1D 자극에 의한폭주근

의 차이 값은 유의한 양의 상 계(r= .372, p= .043)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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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근거리 수평사  폭주근점  상

[Fig. 3] Scatter plot and pearson correlation 

between NPC and Near heterophoria.

[Fig. 4] Scatter plot and pearson correlation between

NPC stimulate of +1D and Near heterophoria.

근거리 수평사 와 폭주근 , +1D의 자극 시 폭주근

의 상 성을 [Fig. 3]와 [Fig. 4]에 나타냈다. 상 계

분석결과근거리 사 와 폭주근 (r= -0.554, p= .002), 근

거리 사 와 +1D의 자극 시 폭주근 (r= -0.580, p= .001)

모두음의상 계를나타내었고, 통계 으로유의하 다.

3.6 AC/A비  폭주근점  상

AC/A비와 폭주근 , +1D의 자극 시 폭주근 의 상

성을 [Fig. 5]와 [Fig. 6]에 나타냈다. 상 계 분석결과

AC/A비와 폭주근 (r= -0.562, p< .001), AC/A비와 +1D

의 자극 시 폭주근 (r= -0.615, p= .000) 모두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Fig. 5] Scatter plot and pearson correlation 

between NPC and AC/A ratio.

[Fig. 6] Scatter plot and pearson correlation between

NPC stimulate of +1D and AC/A ratio.

4. 결론

폭주근 은 양안시를 유지할 수 있는 최단거리이다

[13]. 최[14] 는 굴 이상도를 경도(≤-2.00D), 등도

(-2.25D∼ -4.00D), 강도(≥ -4.25D), 로 나 었을 때 폭

주근 은 등도(6.22±1.99cm)에서 가장 짧았고 강도

(9.64±6.99cm)에서 가장 길었다고 하 다. 정 등[15] 은

폭주근 이 정시(9.18±1.05cm)에서 가장 길었고, 강도

(7.56±1.28cm)에서 가장 짧았다고 하 다. 본연구에서는

폭주근 과 +1D에 의한 폭주근 은 근시가 정시보다 크

게 나타나 사 연구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1D 자

극 시 폭주근 은 평균 으로 1.77cm 증가하 고, 폭주

근 의 차이는 굴 이상도와 양의 상 계를 보여, 근

시보다 정시에 가까울수록 차이 값은 증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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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나, 어떠한 자극에 해서는 정시가 민하게

반응하므로 올바른 처방으로 근거리 작업에어려움이 없

도록 해야 한다.

양안시는 시 생활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근거리

조 기능, 폭주개산운동 등 이상이 없고 균형을 이루어

두 을 마치한 같이 사용한다. 양안시 기능에 문제가

있게 되면 원근감, 입체감 등 안정 인 시 생활을 할 수

없다. 사 연구에 의하면 외사 보다 내사 일수록

AC/A비가커진다고 하 다[9]. 본 연구에도비슷한 결과

로 근거리 수평사 와 폭주근 은 음의상 계를 가졌

고, AC/A비와 폭주근 도 음의 상 계를 가졌다. 즉,

폭주근 이 가까울수록 근거리 수평사 가 내사 에 가

깝고, 폭주근 이 가까울수록 AC/A비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은 상자로 제한 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시보다 근시일수록, 근거리 외사 일수록, AC/A비가

클수록 폭주근 은 큰 경향을 보 다. 본 연구를 통해

+1D 자극에 의한 폭주근 변화가 양안시의 참조변수인

AC/A비의 역할을 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써,

다른 양안시 기능 평가 검사들과 비교·분석하여 양안시

평가 항목으로서 융합·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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