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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병리학적 접근에 기초한 저시력 학생의 읽기 특성

* 1)

Reading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Low Vision Based o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pproach
이 해 균**
<Abstract>
This article was to analyze the reading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low vision based o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pproach in order to
search out effective reading methods which were the most of tasks in the
education for them.
In reading moving letters, it was possible to read regularly by means of
reading materials with slow moving speed, but as for the interval between
letters, the wider it was, the slower was reading speed.
The reading speed of static letters was faster than that of moving letters.
In case of brightness and color contrast, reading speed became slow in
color contrast.
In simulation of read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ye conditions,
reading speed became slow in ametropia. In case floodlight projectors such
as cornea, lens and vitreous body were hazy, it was difficult to recognize
letters with many stroke counts. In case of peripheral constriction, reading
efficiency became low owing to the impossibility of eye movement. In case
of normal central visual field, it was possible to recognize letters or
characters. In case of central visual disturbance, even if the size of scotoma
was small, it influenced reading speed and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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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70년대 이전에는 시력이 저하된 모든 경우를 통칭하여 약시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저시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저시
력은 수치로 정의하기 보다는 기능적인 상태 및 학습 수행 능력의 장애 정도에 있으
며 저시력의 범위를 시력의 수치, 시야의 넓이 등 일률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약시(amblyopia)와 저시력(low vision)이란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약시는 넓은 의미에서 저시력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저시력
이란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했다.
최근 저시력의 범위는 매우 넓어져서 광학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좀 더 나은
시력을 원하는 그 모두가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맹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
애 학생 가운데 70～80%가 활용 시력을 가지고 있다(이해균, 2000).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전맹 학생 위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서 저시력 학생에게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한 바, 이를 보충하기 위한 적합
한 교재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수 매체 중

시지각 정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시력 학생에게 시각적 과제를 더욱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시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저시력 학생 지도의 목적은 시력 저하로 인하여 기능적 장애 때문에 생기는 일상
생활의 불편을 줄여서 각 개인의 독립성을 신장해 주고 학습 향상을 통해 생활의 질
적 개선을 이루게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들이 시각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

을 때 학교에서 학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보다 독립적으
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시력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이들이 잔

존 시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저시력 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들이 읽기를 어떻게 능률적으로
수행하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이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인간의 시신경 시각정보 처리
과정과 이동문자와 정지문자의 읽기 특성 그리고 주요 안질환별 모의 읽기 특성 및 읽기
특성과 교육적인 조치 등에 대해 생리․병리학적인 측면에서 고찰․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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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각정보 처리 개요
시각적인 세계는 대상이나 대상간의 관계에서 성립하고 있지 않는 것에 있어서도
급속히 변해 가면서 어떤 빛의 조그마한 양자로부터 성립하고 있다. 이들 광양자 스
스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신경맥박 계열로서 대뇌로 보내진다.
대상과 대상간의 관계에서 성립하고 있는 세계는 인간이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는 대단히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와 같은 세계를 만들어
주는 것은 대뇌이며 신경계에서 처리활동을 한다. 이에 인간의 시각정보 처리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차 신경의 시각정보 처리
제1차 신경의 시각정보 처리는 시세포층에서의 처리이다.

시세포층의 주요한 기능

은 광양자로서의 빛에너지를 망막에 흡수시키고, 이어서 다양한 망막의 단백질분자
중에서 빛에너지를 화학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따라서 광양자가 가지고 있는 정
보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제2차 신경으로 전달한다.
광양자로서의 에너지를 아날로그 신호로서의 전기에너지로 단순 변환할 뿐만 아니
라 하나의 시세포에 하나의 광양자가 흡수되면 전자로서 시세포막을 통과시켜 이동시
키는 일종의 에너지 변환 증폭기의 역할을 한다. 인간의 한 쪽 눈으로는 약 1억2500
만개의 추체 세포와 간체 세포로 이루어진 시세포층(Lindsay & Norman, 1977)이 있
는데, 이것은 TV화상으로도 약 25만개의 독립된 구성요소를 가진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시세포층은 고밀도의 수용기라 할 수 있다.

2. 제2차 신경의 시각정보 처리
제2차 신경의 시각정보 처리는 양극 세포층에서의 처리이다.

양극 세포층은 한쪽

은 수상돌기를 시세포층 쪽으로 다른 한쪽은 신경돌기를 신경절 세포층(田崎京二, 伊
藤寬志, 1979) 쪽으로 향하여 기능적으로는 시세포층과 신경절 세포층을 연결하는 망
막의 제2차 신경 역할을 하고 있다.

양극 세포층에는 양극세포, 평행세포, 아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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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신호의 분석은 평행세포에 의해서도 일어나며, 수용기인 시세
포층과 양극 세포층과의 사이의 연결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수정한다고 할 수 있다.
시세포층은 망막의 수직기구를, 평행세포는 망막의 수평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
아가서 이차적인 수평처리를 아마그린세포에 의해 일어나게 한다.

아마그린세포는

양극 세포층과 신경절 세포층과의 사이의 연결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수정한다.

3. 제3차 신경의 시각정보 처리
제3차 신경의 시각정보 처리는 신경절 세포층에서의 처리이다.

신경절 세포층은

양극세포, 평행세포, 아마그린세포를 중계하고 시세포로부터의 광양자를 가지고 있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신경절 세포층의 신경돌기인 시신경섬유 속을 스파이크
방전모양으로 시각중추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경절 세포층은 아날로

그신호(田崎京二, 伊藤寬志, 1979)를 디지털신호인 자극으로 변환하는 변환기 역할을
맡고 있다.
신경절 세포는 약 80만개의 세포 밀집체이며, 이 세포의 축삭의 길이는 약 10cm로
서 시신경을 구성하여 눈에서 뇌로 뻗어 있다.

망막 주변부에서는 하나의 시신경절

세포가 수천 개의 간체 세포에서 정보를 얻고 있으며, 망막의 중심와에는 각각의 추
체 세포가 하나의 양극 세포를 경유하여 하나의 신경절 세포에 직접 결합되어 있다.

4. 제4차 신경의 시각정보 처리
제4차 신경의 시각정보 처리는 중심와와 추체․간체 세포층에서의 처리이다.

시각

정보 처리에서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것은 시야의 중심부이며, 특히 중심와에서 정보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 시세포층의 추체 세포의 대부분이 중심와에 모
여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시각정보는 두 눈 합쳐서 약 2억 5000만개 이

상(鳥居修晃, 1982)의 수용기에 의해서 수집되며, 약 160만개의 시신경섬유를 통하여
대뇌에 보내진다. 인간의 망막 시세포층에는 시각정보 그 자체인 광양자를 받아들이
는 2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하나는 간체이며 다른 하나는 추체이다.
세포는 같은 시세포층에 있지만 전혀 다른 반응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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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체는 색각에 필요한 다양한 광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의 간체는 하나
의 추체에 비교하여 약 500배 정도 빛에 대한 감도가 높지만 색각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한 쪽 눈의 시세포층에는 약 600만개의 추체와 약
1억 2000만개의 간체, 합계 1억 2600만개의 수용기가 존재하고 있는 고밀도의 수용세
포이다. 그러나 인간 망막의 시세포층은 전체 수용기의 분포상태가 평균화되어 있지
않고, 간체는 망막의 주변부에 추체는 중심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눈의 중심부에
는 간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추체만 있는 작은 함몰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중심와라
고 한다.
이상으로 시신경의 시각정보 처리는 눈의 망막에서 이루어지며, 그 두께는 약
0.2mm의 투명한 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망막은 거의 3개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억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밀집해 있어 고밀도의 신경회로망이라 할 수 있
는데, 가장 바깥층부터 색소상피층, 시세포층, 외망상층, 양극세포층, 내망상층, 신경절
세포층, 시신경, 외슬상체, 대뇌피질 순으로 연결된다.

Ⅲ. 이동문자의 읽기 특성
1. 저시력 학생과 독서 매체
저시력 학생이 문자를 읽을 때는 독서 자료에 눈을 가까이 하여 사용함으로써 장애
의 경감 내지는 극복을 시도했는데 지금까지 저시력 학생을 위한 독서매체로는 확대
렌즈나 확대독서기가 이용되어 왔다.
확대렌즈는 광학적으로 시각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시력을 보강해 주는 기기인데
그 사용 시력범위는 교정 시력이 0.04전후까지이며, 그 이하의 시력을 가진 저시력 학
생에게는 사용이 다소 어려움으로 저시력 학생용 확대독서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市川宏, 1984).

확대독서기는 폐쇄회로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이용한 TV영

상 카메라, CRT(cathode ray tube), 자료대 등으로 구성된 독서매체이며, 자료대 위의
독서 자료를 TV영상 카메라에 투영하여 그 영상을 임의의 배율로 확대하여 CRT에
비추는 장치이다.
저시력 학생의 독서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확대 독서매체를 사용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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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동적인 상태인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눈을 독서 자료에 가까이 하여 머

리를 이동하면서 독서를 하는 경우나 확대렌즈를 이동하면서 독서하는 경우 등 문자
를 읽는 학생이 독서 자료에 정지하지 않고 항상 이동해야 한다.

2. CCTV로 읽기
Legge 등(1985 b)은 Visualteck Model MV-2 Miniviewer(CCTV)를 이용하여 자료
대 위의 독서 자료를 CRT 화면상에 확대하여 낭독시킬 때의 읽기 속도에 대해 분석
했다.

자료대가 이동하면 CRT 화면상의 독서 자료도 같은 형태로 이동하는 데 그

때 제시된 문자의 크기, 문자 구성의 도트 수, 화면에 제시한 문자 수, 문자와 지면의
대비, 즉 백색바탕의 흑색문자와 흑색바탕의 백색문자 등을 변화시켜 각각의 요인이
읽기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시력 학생 16명의 읽기 속도를 측정했다.
대상자의 시각 특성으로는 안질환, 근거리 시력, 원거리 시력, 투광체 혼탁의 유무,
시야 상태를 조사했으며, 독서 자료로는 문자의 크기, 문자와 지면의 대비, 문자 구성
의 도트 수, 화면에 제시한 문자의 수, 문자간 간격을 변화시켜서 이들 각각의 요인들
이 읽기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저시력 학생도 비교적 이동속도가 느린 독서 자료로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고, 읽기에 최적인 문자 크기는 중심 시야가 정안 학생인 경우에는 시각 3∼6도,
중심 시야 결손인 경우에는 시각 12∼24도였다.

또한 투광체 혼탁의 경우, 백색바탕

의 흑색문자와 흑색바탕의 백색문자와 같은 독서 자료의 비교에서 흑색바탕의 백색문
자가 10∼50% 향상되었으며, 문자와 지면 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자 구성의 도트 수는 문자 크기에 관계하지 않고 4문자 이하가 되면 읽기 속
도가 느렸는데 이러한 경향은 정안인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더욱이 문자간 간

격에 대해서는 간격이 넓을수록 읽기 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3. 문자 색상과 읽기
Legge와 Rubin(1986)은 시각의 질환 부위에 따라 읽기 쉬운 문자 색상에 대해 연
구했는데, 결과에 의하면 투광체 혼탁이 있을 경우 청색문자와 적색문자를 비교했을
때 혼탁으로 인하여 빛의 산란 흡수가 생기기 쉬운 청색문자가 읽기 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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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색맹이나 망막색소변성증과 같은 진행성 광수용기 질환 등의 망막질환인 경우,
밝은 곳의 분광감도와 독서 속도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주변 시야를 읽기에 이용하
는 중심 시야 결손 저시력 학생은 망막주변부에서 높은 감도를 나타내는 청색문자가
적합하였다.
또한 문자 색상에 대한 읽기 연구를 위해 Legge 등(1985 a)은 Visual-teck Model
MV-2 Miniviewer(CCTV)로 흑색바탕의 화면에 고휘도(6㏅/㎡)의 8문자로 하여, 1문
자의 크기를 시거리 25㎝에서 시각 6도로 제시하였으며, 화면에는 Kodak Wratten필
터로 문자 색상과 휘도를 조정하였다.

대비는 0.94였는데, 여기서 0.94란 대비=영상-

배경/영상+배경에서 영상에 대해 배경의 빛을 3% 감소시켰을 때 나온 결과이다.

예

를 들면 빛을 전혀 감소시키지 않았을 때의 대비는 1 - 0 / 1 + 0 = 1.00으로 가장
높은 대비이다.
한편 필터의 색상은 #47B(감색), #58A(녹색), #29(적색)로 하여 어두운 곳에서 실험
이 실시되었는데, 각각의 색상 필터로 화면상의 문자를 본 경우의 분광감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파장은 #47B가 430㎚, #58A가 550㎚, #29가 650㎚이었다.

대상자는 신호

와 동시에 화면의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문장을 낭독하고 문장 제시시간과 오독수로
읽기 속도를 측정했으며, 대상은 교정 시력이 0.1이상이며 색각이 정상인 정안 학생 4
명, 시력이 0.1이상의 제1색맹(적색맹) 1명, 제2색맹(녹색맹) 1명과 저시력 학생 25명
이었다.
결과에 의하면, 정안 학생은 문자의 휘도가 6㏅/㎡ 로 일정한 경우에 색이 바뀌어
도 읽기 속도가 변화하지 않았으나, 휘도를 낮추면 적색문자의 읽기 속도가 느렸다.
투광체 혼탁을 가진 저시력 학생은 대상자 7명 중 1명이 청색문자의 읽기 속도가 느
렸으며 다른 6명은 문자 색상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으나 읽기 속도에 있어서는 변
화하지 않았다.

망막질환의 제1색맹자는 밝은 곳에서 분광감도와 읽기 속도와의 관

계가 있었지만, 제2색맹자와 망막색소 변성인 진행성 광수용기 질환자는 분광감도와
읽기 속도와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제2색맹자는 문자 색상에 의한

읽기 속도에서 변화가 거의 없었고 진행성 광수용기 질환자의 읽기 속도는 적색문자
에서만 느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망막의 시세포층 중 어두운 곳에서 미약한
광선을 느끼는 간체의 역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심 시야 혹은 주
변 시야 결손 저시력 학생의 문자 색상에 대한 읽기 속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정안 학생과 저시력 학생의 읽기에서 문자 색상이 적색이나 청색의 경우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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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어 독서 자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 문자 대비와 읽기
Legge, Rubin과 Luebker(1987 a), Legge, Rubin과 Schleske(1987 b),

Rubin,

Legge(1989)는 읽기 속도에 미치는 독서 자료의 문자와 바탕 대비에 대해 연구했다.
이 기기는 LSI-11/23 컴퓨터와 Conrac Model SNA 7/Y 모노칼라 디스플레이를 사용
하여 화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문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최대한 제시할
수 있는 문자수는 60문자이며, 백색이나 흑색의 바탕과 문자를 역전시킬 수 있고, 대
비는 저휘도에서 고휘도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대상은 정안 학생 5명으로 휘도는 고휘도로 300㏅/㎡하였고 화면에는 8문자에서 16
문자를 제시하였는데, 각 대상자의 시거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문자 크기는 각각
0.13～12도로 했다. 그리고 0.96의 높은 대비의 문자로 된 문장에서 시작하여 대비를
서서히 낮추어 제시된 문자를 낭독 속도와 오독수로 읽기 속도를 산출했다.
결과에 의하면, 어느 대상자도 문자 크기에 관계없이 대비의 저하와 함께 읽기 속
도가 감속되었으며, 대비 역전의 효과는 없었다. 문자 크기에 대한 대비의 영향을 보
면 시각 0.5～2도의 문자에서는 대비가 0.1로 저하되어도 가장 높은 대비 0.96의 독서
속도인 1분당 약 350단어의 2분의 1 정도까지 밖에 감속되지 않았는데, 시각 0.25도
이하 혹은 2도보다 큰 문자에서는 대비의 영향이 강하여 대비의 감퇴와 함께 읽기 속
도가 급격히 감속되었다.

읽기 속도가 최대 속도의 10분의 1을 나타낸 대비를 독서

가능 임계대비(critical contrast for reading)로 정하여 각 문자 크기에서 독서가능 임
계대비를 산출한 결과, 각 문자 크기에서 문자 인식 가능한 최소 대비와 독서가능 임
계대비 사이에도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5. 읽기 이해도
Legge 등(1989)은 위의 기기를 사용하여 화면의 이동문장의 이해도에 대해 정안 학
생 109명과 저시력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화면의 문장을 백색바탕(300㏅/㎡)의 흑색
문자로 대비 0.96으로 하고, 8문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실험했다. 정안
학생의 시거리는 350㎝로 문자 크기는 시각 0.5도로 하였고, 저시력 학생의 시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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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로 문자의 크기는 시각 6도로 했다. 독서 자료는 초등부 6학년 수준의 내용이었
는데, 낭독시의 읽기 속도에 대해 정안 학생과 저시력 학생에게 문장을 읽게 한 후 5
지선다형의 여섯 문제를 제시하여 이해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정안 학생의 읽기 속도가 1분당 100～200단어의 경우에는 읽기 속도의 상
승과 함께 평균 71.2%에서 60.5%로 이해도가 서서히 떨어졌으며, 읽기 속도가 1분당
10단어나 30단어의 경우에는 이해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속도가 떨어진다고 해
서 이해도가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었다. 최대 읽기 속도의 7할인 1분당 200단어 이
상으로 증가하면 이해도가 낮아지는 비율이 증가했는데, 그 이해도의 낮은 비율의 변
화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도를 읽기의 심리․물리적 척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지문장과 이동문장에 대한 이해력의 차이는 없었지만 저시력 학생의 이해도
에 대해 읽기 속도의 고속(이해도 60%)과 저속(이해도 64%)을 비교할 때 저속이 약
간 좋은 결과였으며, 읽기 속도가 비슷한 정안 학생의 이해도와 비교해 보면 저시력
학생 24명 중 21명의 이해도는 정안 학생의 이해도 평균치 ±1 SD범위에 거의 포함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저시력 학생은 이동속도가 비교적 느린 독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읽는 것이 가능하였고 문자간 거리에 대해서는 간격이 넓을수록
읽기 속도는 감속되었다. 그리고 문자 크기와 읽기 효율성의 관계는 각 개인에 따라
문자 크기가 최적일 때 읽기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자와 바탕대비에서는
문자 크기에 관계없이 대비의 저하와 함께 읽기 속도가 감속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정
안 학생보다 읽기 속도가 뒤떨어져도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정지문자의 읽기 특성
1. MNread의 읽기
Legge, Ross와 Luebker(1990 a)는 이제까지 사용한 기기로 화면의 이동문자에 대
한 읽기 속도의 측정에서 그 기기의 장치와 구성의 복잡성과 측정시간의 길이 때문에
임상적인 사용이 곤란했다. 그래서 저시력 학생의 읽기 속도를 측정하는 데 보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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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검사인 The Minnesota Low Vision Reading Test(MNread)를 개발했다.
MNread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시력 학생의 최대 읽기 속도 평가를 간단히 조작
하여 짧은 시간에 정확히 할 수 있는 검사인데, 컴퓨터 화면의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또는 흑색바탕에 백색문자로 역전하여 1행 13문자로 4행으로 된 문장을 피험자에게
낭독시켜 소요시간과 오독수로 읽기 속도를 산출했다.
화면의 휘도는 100㏅/㎡이며 대비가 0.85, 제시 문자의 시거리는 20㎝, 시각은 6도로
독서 자료는 문장과 단어로 하였다. 그리고 문장 검토는 28종류의 문장을 무작위로,
단어는 3～6문자로 하여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하여 정지문자와 이동문자의 읽기 속도에 대해 정안 학생 6명과 저시력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정안 학생은 정지문자의 읽기 속도가 평균 1.4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지문자를 읽을 때 눈으로 문자를 따라 읽어
야 하는 안구 유연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저시력 학생은 이동문자의 읽기 속도가 평
균 1.15배 빨랐는데 이것은 이동문자의 경우 글줄을 바꾸어 읽지 않아도 되며, 화면의
색상역전 기능으로 눈부심(閃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2. 색상 대비와 읽기
Legge 등(1990 b)은 독서 자료의 휘도 대비(luminance contrast)와 함께 색상 대비
(color contrast)가 읽기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는데, 대상은 8명의 정안
학생과 색각의 이상이 없는 10명의 저시력 학생으로 했으며, 대비의 영향을 검출하기
위해 읽기 속도가 비교적 빠른 피험자로 했다.
독서 자료로 MNread를 사용했으며 정안 학생의 문자 크기는 시각 1도와 6도로 하
였고, 저시력 학생의 문자 크기는 시각 6도로 했다.

휘도 대비에서는 흑색바탕에 적

색과 녹색을 혼합한 황색문자를 제시하여 바탕과 문자의 휘도가 각각 0.01㏅/㎡와 12
㏅/㎡ 경우를 최대 휘도 대비로 했다.

휘도 대비를 감소시킬 때에는 바탕과 문자의

휘도를 각각 6㏅/㎡에 가깝도록 조정했으며, 색상 대비는 전체 화면을 똑같이 밝게
하고, 적색성이 강한 황색바탕에 녹색성이 강한 황색문자를 제시했다. 적색과 녹색의
혼합 색상 비율을 변화시킴에 따라 색상 대비를 변화시켰으며, 피험자에게 화면에 제
시된 문장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낭독시켜 문장 제시시간과 오독수로 읽기 속도를 산
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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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정안 학생은 색상 대비가 강할 경우에는 휘도 대비와 같은 형태로 1분당
300단어 이상의 높은 읽기 속도를 나타내었는데, 휘도 대비와 색상 대비의 읽기 속도
의 비교에서 양쪽 모두 대비가 강하면 읽기 속도가 증가했으며, 휘도 대비와 비교한
색상 대비에서는 읽기 속도에 영향을 크게 미쳐 대비가 0.3이하가 되면 읽기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으며, 휘도 대비와 색상 대비를 동일하게 제시하면 읽기 속도는 향상되
지 않았다.

저시력 학생은 휘도 대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색상 대비에서는 읽기

속도가 감속되었다.

그 원인으로서 색상 대비의 경우에는 화면의 바탕과 문자가 같

은 휘도였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눈부심이 생긴 결과였다.

3. 읽기 추정능력
Legge 등(1992)은 임상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읽기 추정능력을 측정했다. 피험자는
Minneapolis Society for the Blind(MSB)를 방문한 141명의 저시력인과 17명의 정안
인이었다.

저시력인 141명중 노인성 황반변성이 45명(31.9%), 당뇨병성 망막증이 16

명(11.35%), 시신경 위축이 15명(10.64%), 청년성 황반변성이 11명(7.8%), 망막 색소변
성이 10명(7.09%), 녹내장이 8명(5.67%), 선천성 백내장과 미숙아망막증, 근시성 망막
변성이 각각 4명(2.84%)씩, 무수정체안이 2명(1.42%), 그 외 질환이 각각 1명씩
(0.71%)으로 모두 22명(15.6%)이었다.
남자 55명(평균연령 43.9세)과 여자 86명(평균연령 55.6세)으로 읽기 속도 및 시력에
대한 유의한 성별 차이는 없었다.

임상적으로 얻은 자료 중에서 투광체 상태(혼탁

유무), 중심 시야(직경 시각5도) 결손유무, 연령, 시력, 안질환을 본 연구에서 다루었
다.

읽기 속도 측정에는 MNread를 사용했으며, 화면의 휘도는 100㏅/㎡이며 대비는

0.99였다. 제시 문자는 시거리 20㎝에 시각 6도로 하여 측정은 양안시로 했다.
결과에 의하면, 읽기 속도와 시력 사이에는 r= .309 (p<.001)로 상관관계가 낮았다.
중심 시야상태에 따라 각 집단별로 읽기 속도와 시력의 관계를 보면, 중심 시야가 정
상인 경우에는 읽기 속도와 시력에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심 시
야가 손상된 경우에는 읽기 속도와 시력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시력은 읽기 속도
의 예측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한편, 투광체 상태는 대비의 역전효과에는 관계가 있었지만 읽기 속도의 예측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으며, 중심 시야 결손 저시력인 중 노인성 황반변성 저시력

12

視覺障碍硏究(2000)

인의 읽기 속도는 청년성 황반변성 저시력인의 읽기 속도와 비교해 볼 때 대략 2분의
1로 감속되었다. 따라서 정안인의 경우 연령이 읽기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저시력인의 경우 안질환이 연령과 시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요약하면, 정안인의 경우 읽기 속도는 1분당 평균 215단어이며, 저시력인의
읽기 속도는 중심 시야가 정상인 경우 연령 20세의 읽기 속도는 1분당 평균 138단어,
80세인 경우 1분당 평균 52단어였다.

또한 중심 시야가 손상되었을 경우 연령 20세

이면서 시력이 0.25인 경우에 읽기 속도는 1분당 평균 175단어, 80세이면서 시력이
0.025인 경우에 읽기 속도는 1분당 평균 29단어였다. 이 연구의 임상자료에서 저시력
인의 읽기 속도나 저시력인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읽기 능력의 평가는 사실상 어려
웠다.

4. 한글 문자의 가독 시력
권기덕, 김동연, 김태욱(1980)은 교육적 저시력 아동을 판별하기 위한 시력치 연구
에서 한글판서에 의한 가독 시력과 한글활자에 의한 가독 시력을 측정하였다.

대상

은 시력 0.04～0.08이 46명, 0.1～0.3이 115명, 0.4～0.5가 101명으로 총 262명의 저시력
아동을 표집하여, 7.5cm×7.5cm의 판서를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가를 활자
의 초호(42pt)에서 6호(9pt)까지의 크기로 하여 가독할 수 있는 시력을 규명했다.
결과에 의하면, 0.2의 시력은 일반문자 교육이 가능하므로 저시력 교육의 대상아동
은 0.04～0.2미만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0.04～0.08미만의 저시력 아동은 개인의 수준

을 고려하여 점자와 문자를 병용하여 저시력 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며, 0.04～0.2
미만의 시력을 가진 아동은 저시력 학급 대상으로, 0.2이상의 아동은 일반학교 정규학
급에 입급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저시력 아동은 정지문자에서 보다 이동문자에서의 읽기
속도가 빨랐으며, 휘도와 색상 대비의 경우 색상 대비에서 읽기 속도가 감소되었다.
또한 저시력 아동은 정안 아동보다 안질환, 연령과 시력에 의해 읽기 속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글 가독 시력치 측정에서는 시력이 0.04～0.2미
만인 아동이 저시력 교육 대상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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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안질환별 모의 읽기 특성
1. 굴절 이상
Dickinson과 Rabbitt(1991)의 모의 실험연구는 정안 학생에게 구면렌즈와 원주렌즈
를 착용시켜 인공굴절 이상 상태를 설정하여 읽기를 시켰는데, 피험자의 시력은 0.1
6～0.25로 했으며, 정시안 상태에서 시력은 1.0～1.5로 했다.

이러한 두 조건 하에서

피험자에게 문장을 낭독시켜 문장을 기억해 두도록 하고, 독서 시간과 문장 내용의
이해에 대해 검토했는데, 내용 이해에 대해서는 읽고 난 후에 자유 과제와 선택 과제
를 주고 그 결과에 따라 분석했다.
결과에 의하면, 인공굴절 이상 상태에서 읽기를 할 경우 읽기 속도는 정시안 상태
보다도 수십 초 뒤떨어졌으며 문장 내용에 관한 자유과제에서 오답이 생기기 쉬웠다.
이와 같은 경향은 문장의 내용이 어려울수록 뚜렷했으며, 광학적으로 희미한 망막상
밖에 얻을 수 없는 상태의 읽기에서는 현재 보고 있는 문자가 무엇인가 하는 데만 주
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장을 읽으면서 내용을 기억하려면 읽기 정보처리
능력 부담이 증가한다.

2. 투광체 혼탁
투광체 혼탁에 의해 시력 감퇴가 일어나는 사례는 백내장, 각막백반 등의 안질환을
들 수 있는데, 혼탁 부분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안구 내 빛의 산란이 일어나며 각막은
흐리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를 모의 실험하기 위해서는 눈 파장의 퍼센트를 달리해
주며 빛의 선명한 색상과 스펙트럼의 특성을 바꾸어 주지 않는 ND (neutral-density)
필터를 착용시켜 희게 혼탁된 시야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Faye, 1984).
小田浩一(1990)은 희미한 문자를 인지하기 위한 연구에서 CRT 화면에 제시된 문자
를 불투명한 유리로 정안 학생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모의 실험했다.

그리고 CRT

화면에 제시된 문자를 불투명한 유리와의 거리를 변화시켜 이에 따른 변화된 문자 흐
림의 정도를 피험자가 인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영어 문자나 일본어 문자보다 한문자가 대체로 2배정도 정밀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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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되어야만 잘 인식되었고 획수가 많은 한문일수록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으며, 획수가 복잡한 한문은 불투명한 유리를 통하여 희게 혼탁한 시야를 통과하
기 어려웠다.

또한 형태적으로 비슷한 문자뿐만 아니라 그다지 비슷하지 않다고 생

각되는 문자에서도 혼동이 일어났다.
따라서 ND필터나 불투명 초자체를 통하여 CRT 화면을 보게 하는 모의 실험에서
도 문자인지에 차이가 생겼으며, 표의문자인 한문은 문장 이해 상에서는 효과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반면에 저시력 학생의 읽기에서는 인지하기 어려운 문자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3. 중심 시야 손상
Rayner 등(1981)은 눈의 중심부가 보이지 않는 중심 암점을 컴퓨터 제어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설정하여 모의 실험했다.

시야 중심만을 차폐한 인공적인 암점을 CRT

화면상에 만들어 피험자의 안구운동과 동일하게 중심 암점을 움직이게 하고 동시에
암점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화면에 문장을 제시하여 피험자에게 묵독시켰는데,
암점의 크기는 1～17문자 사이의 9단계를 설정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읽기 효율성은 암점이 크게 됨에 따라 감소되었으나 암점의 크기가
5문자가 되어도 피험자의 문장의 정답률은 100%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읽기

속도에서는 암점이 없는 상태에서 1분당 295단어인 것에 비해 1문자 정도의 암점인
조건에서는 1분당 160단어로 떨어졌으며, 시야 중심부가 1문자 은폐되었을 때 읽는
시간은 2배가 되었다. 또한 암점이 더욱 커져서 3문자의 크기가 되면 읽기 속도는 1
분당 160단어, 5문자에는 1분당 50단어까지 떨어졌다.

암점의 크기가 7문자 이상 되

면 이미 중심와시가 불가능하게 되고 문자인지를 방중심와에서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피험자는 문장을 여러 위치에서 보아 단어를 확인하는데, 단어의 정답
률은 78%이었고 읽기 속도는 1분당 15단어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단어의 정답률은

각 암점의 크기에 따라 11문자는 53%, 13문자는 30%, 15문자는 18%, 17문자는 17%
이었으며, 11문자부터 15문자까지 암점에서의 읽기 속도는 1분당 10단어 이하이며, 17
문자에서는 1분당 3단어였다.
이와 같이 암점이 있는 조건 하에서 피험자는 눈의 중심 시야를 사용한 읽기와는
다른 방법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심와가 완전히 차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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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험자가 잘못한 반응에 대

해 검토한 결과, 방중심와에서 얻은 정보는 단어의 처음 문자와 마지막 문자, 문자의
길이, 문자의 모양에 관한 것 뿐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중심 암점이 있으면 그것이 작아도 읽기에 영향을 미치며, 읽기 속
도만이 아니라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방중심와에서

얻을 수 있는 단어의 정보는 단편적이어서 오독하기 쉽기 때문에 방중심와만 사용하
여 능률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4. 주변 시야 협착
눈의 망막은 중심와, 방중심와 그리고 그 바깥쪽이 주변 시야인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시력은 중심와에서 가장 높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심소와라고 하는 직경

1.2도의 대단히 좁은 영역에서 매우 높다.

방중심와 영역에서는 시각 대상이나 빛의

점멸을 검출하는 능력은 우수하지만 문자 등의 세심한 부분을 인지할 수 없다.
그리고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시
야라고 한다. 이러한 주변 시야로써 외계의 물체를 발견하고, 그 상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중심 시야 못지 않게 중요한데, 정상인의 두 눈의 시야 넓이는 일반적으
로 상하를 보는 범위가 120도이며 좌우를 보는 범위는 180도이다.
Rayner와 Bertera(1979)는 모의 실험연구로 시야 주변부가 보이지 않는 주변 시야
협착 등을 컴퓨터 제어로 인공적인 주변 시야 협착을 설정하여 연구했는데, 시야 중
심부만을 볼 수 있도록 주변부를 차폐한 윈도우를 CRT 화면상에 만들어 피험자의
안구운동과 함께 움직임에 의한 시야 장애를 모의 실험했다.

그리고 윈도우의 크기

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피험자에게 문장을 읽히고 안구운동과 읽기 속도를 측정하여
시야장애가 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우선 눈앞 46㎝의 위치에 놓인 CRT 화면에 피험자의 안구운동과 같이 움직이는
윈도우와 문장을 동시에 제시하여 인공적인 시야 협착의 상태에서 피험자에게 묵독시
켰다. 문자 크기는 3문자가 시각 1도에 상당하도록 하고, 윈도우의 크기는 1～33문자
사이에 10단계로 설정하여 피험자에게 글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게 했다.
결과에 의하면, 시야 협착으로 중심부의 사물만 볼 수 없게 되면 읽기 능률이나 정
확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1문자 정도의 시야에서 그 영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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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능률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시야 주변부에서도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
문에 시점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시야 주변부가 보이지 않는 상태
에서는 안구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읽기 능률은 떨어진다. 그러나 시야 크기가 3
문자 정도가 되면 읽기의 정확성은 일반적으로 읽기 단계에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
에 시야 주변부가 보이지 않아도 중심부가 보이는 상태에서는 문자나 단어 인지는 가
능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굴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읽기 속도가 느리고, 투
광체가 혼탁한 경우 읽기 정보처리 능력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획수가 많은 문자일
경우에도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주변 시야가 협착된 상태에서는 안구운동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읽기 능률이 떨어졌으나, 중심부가 보이는 상태에서는 문자나 단어를 인지
할 수 있었다. 또한 중심 시야에 손상이 있을 경우 암점이 있으면 그 크기가 작아도
읽기 속도와 정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주요 안질환별 읽기 특성과 조치
1. 투광체 혼탁
안구의 투광체인 각막, 수정체, 초자체가 혼탁하면 망막조도가 감퇴되어 독서 자료
의 대비는 저하되며, 각막변성이나 백내장은 망막에 이상이 없어도 읽기 효율성에 영
향을 크게 미친다.
망막 조도에 대한 Fonda(1981)의 연구에 의하면, 각막 중앙부나 수정체 후극의 중
심부에 혼탁이 있는 경우 환경 조도를 낮추거나 차광 안경을 착용하여 동공을 정상
크기보다 크게 하여 산동(mydriasis)시키면 혼탁 없는 주변부에서 빛이 안구 내부로
입사하는데, 이때 망막 조도가 올라가면 읽기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한 교육적

인 조치로서 독서 자료의 대비는 저시력 학생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망막 중심와가 발달되지 않아 기능이 떨어진 경우, 공간 정보의 전달 경로와 더
불어 읽기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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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와 이상
망막 중심와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기능이 저하된 경우, 중심 암점은 일
어나지 않으나 공간 정보 전달 경로의 구성과 함께 읽기 효율성에 뚜렷한 영향을 나
타낸다. 백색증(albinism)에 대해 Grounds, Holliday와 Ruddock(1983)의 연구에서, 선
천성 이상인 무홍채안, 황반변성, 소안구도 중심와의 기능이 낮아서 시각 정보의 전달
계 장애가 있었으며, 어릴 때 선천성 혹은 외상성 백내장, 각막혼탁, 안검하수 등이
있거나 후천적으로 시기능이 사용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폐용성 약시나 맹 초기 단계
와 같은 상태의 장애가 생긴다.
이를 위한 교육적인 조치로는 교실 환경을 눈부시지 않도록 하되 직사광선을 차단
하기 위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교실의 전체 조명보다 낮은 조명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중심 시야 손상
중심 시야 내에 생기는 암점도 읽기 효율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Fonda (1981)
에 의하면 암점은 85%가 망막 이상에 의한 것이며, 7%는 시신경에 기인한 것으로 이
것은 안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시감도에 잔존해 있는 상대 암점과 절대 암점의
사이에서 읽기 차이는 없었지만 암점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크기와 생긴 부위에 따
라 차이가 있다고 했다.
중심 암점은 중심와천공, 시신경위축, 중심성 망막변성, 선천성 황반변성 등에서 생
기는데, Legge 등(1985 b)의 연구에 의하면, 중심 암점인 경우 중심와에서 시선을 비
켜 놓고 중심외 보기를 정착시키면 효과적이고, 작은 망막천공인 경우에는 확대렌즈
등 저시력 보조기의 사용이 효과적이었다. 또한 형태가 크게 되어 중심외 각도가 크
면 CCTV 등에 의한 망막상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러한 사실에서 독서를 위한 고도
의 해상력을 가진 중심 시력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4. 주변 시야 협착
주변 시야가 광범위하게 광감도를 상실할 경우에도 읽기 효율성에 영향을 크게 미

18

視覺障碍硏究(2000)

치는데, 말기 망막색소변성증, 말기의 녹내장과 맥락막부종은 관상 중심부를 제외하고
협착이 생긴다.

이러한 협착은 모든 방향에서 일어나 동심원같이 좁아진 동심 협착

뿐만 아니라 시신경 위축일 경우에는 불규칙 협착도 생긴다.
중심 시력이 정상이라도 시야가 직경 20도 이하의 경우에는 중심 시력이 0.1이며
정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다 훨씬 읽기에 제한을 받는다(五十嵐信敬,
1993).

따라서 시야 협착의 정도와 읽기 효율성의 저하는 비례하는데, 중심 시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주변부에 시선 이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시점을 정한
후, 독서대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읽을 부분을 따라 읽어야 가능하다. 또한 주변 시야
에 결손이 있으므로 광감도가 대단히 낮아지는데,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질의 조명
이 필요하며 읽기 효율성은 시선 이동 방향에 협착이 있는 경우 암점의 경우처럼 감
속된다.

5. 시로 장애
시각 경로가 인접부의 종창 등에 의해 압박되거나 혈관 폐쇄로 인해 활동을 상실한
경우 두 눈에 반맹협착이 생긴다(윤동호, 이상욱, 최억, 2000). 시신경 교차부의 압박
이 있을 경우에는 두 눈 각 시야의 서로 다른 쪽으로 외측반 또는 내측반이 결손되는
이명성반맹이 되고, 뇌 내부 시중추 부분의 시각경로 이상에는 두 눈 각 시야의 같은
쪽으로 외측반이나 내측반이 결손되는 동명성반맹이 되며, 한쪽 눈에서 각 안근 사이
에 협력작용과 길항작용이 있는 것처럼 양안 운동에서도 같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명성반맹은 읽기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중심의 우측 암점 또는 우
측 시야 협착과 같은 형태로 두부 좌측의 시삭과 방사선의 이상으로 발생한 우측 동
명성반맹의 경우도 각 눈의 시야의 반쪽 결함으로 추시와 주사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
한 한 시야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의 좌석을 배치하며, 독서대 사용 등의 특별
한 독서 수단을 배려하지 않으면 읽기 효율성이 감퇴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저시력 학생의 다양한 안질환의 증상과 정도에 따라 읽기
효율성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독서 환경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투광체가 손상되었을 경우 독서 자료의 대비를, 중심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
다 낮은 조명을, 중심 암점이 있을 경우 확대 독서 보조기를, 주변 시야에 결손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명을, 시로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독서대 등을 제공해야 읽기를 효과적
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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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본 연구는 저시력 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읽기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생리․병리학적인 측면에서 저시력 학생의 읽기 특성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시신경 시각정보 처리과정, 이동문자와 정지
문자의 읽기 특성 그리고 모의 실험을 통한 안질환별 굴절 이상과 투광체 혼탁, 주변
시야 협착과 중심 시야 손상 등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안질환으로서 투

광체 혼탁, 망막의 중심와 이상, 중심 시야 손상, 주변 시야 협착, 시로 장애 등이 읽
기에 미치는 특성과 교육적인 조치 등에 대해 구명한 바,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문자의 읽기에는 이동속도가 비교적 느린 독서 자료로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지만, 문자간 간격에 대해서는 간격이 넓을수록 읽기 속도는 감속되었다.
둘째, 정지문자에서는 이동문자에서 보다 읽기 속도가 빨랐으며, 정지문자에서 휘도
와 색상 대비의 두 가지 경우에서 볼 때 색상 대비에서 읽기 속도가 감소되었다.
셋째, 안질환별 모의 읽기 특성으로는 굴절 이상의 경우 읽기 속도가 느렸으며, 투
광체 혼탁의 경우 획수가 많은 문자는 인지하기 어려워 속도가 느렸다.

주변 시야

협착의 경우 안구운동이 불가능하여 읽기 능률이 떨어졌으나, 중심부가 양호하면 문
자나 단어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읽기 능률 저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중심

시야 손상의 경우 암점의 크기가 작아도 읽기 속도와 정확성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넷째, 안질환별 읽기 특성의 교육적인 조치로는 투광체가 손상되었을 경우 독서 자
료의 대비를, 중심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다 낮은 조명을, 중심 암점이 있을 경우
확대 독서 보조기를, 주변 시야에 결손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명을, 시로에 장애가 있
을 경우에는 독서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읽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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