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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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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진
천내중학교 교사
《 요약 》
본 연구는 녹내장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위한 연구로서, 시각장애 교사와 학생 자
신 및 가족과 동료들에게 녹내장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교육 장면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과 이를 통
한 이론적 기초 및 토대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지원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내장은 다양하고 상이한 시환경과 학생의 심리적 불안으로 교사의 주기적인 관찰과 상담 지원이 필요
하다. 둘째, 녹내장은 시야 협착과 각막 혼탁 및 수명 현상 등을 일으킴으로 학생의 시환경에 기초한 읽
기와 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읽기 자료에 있어 적절한 글자 크기와 재구성, 마커와 타이포스코프
를 비롯한 대비 효과가 높은 것이 좋고, 쓰기 자료에 있어서는 줄이 그어진 필기 용지나 필기 가이드 등
의 사용이 유용하며, 조도의 조절과 과제의 분량 조절 및 녹내장의 예후에 따른 추가적인 문식성 기술 습
득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 자세와 격렬한 운동에 의해 안압의 상
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주변 시야의 결손과 수명 현상으로 지표와 단서를 활용한 보행 기술이 필요
하다. 주간에는 색안경, 차양모 및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보조기구, 야간에는 흰 지팡이와 손전등 사용이
효과적이다. 또한 시야 협착에는 추시와 주사 지도, 각종 라벨이나 고지서 및 의류 선택 등의 생활 환경
에서 광학 및 비광학 기구 활용법과 식품, 약물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핵심어 : 녹내장, 시각장애

I. 서 론
안과학 지식은 시각장애 학생의 시환경과 심리․행동 특성 및 교육 전반에 걸쳐 이해의 폭
을 증진시켰고, 동시에 적절한 대처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시각장애 학생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안질환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시력 저하와 시야 장애 및 색에
대한 감도 저하와 빛에 대한 부적응을 비롯한 굴절 이상과 통증 등을 주된 증상으로 나타낸다.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다양한 안질환 가운데 하나인 녹내장은 안구 내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
경의 특징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시야 장애가 초래되는 진행성 시신경병증으로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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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호 외, 2005). 또한 녹내장의 발병은 장시간의 독서나 부적절한 영양 섭취 등의 일상생활
양식에 기인하지 않고, 전염되거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당뇨망막병증과 함께 가장 흔히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이상욱, 홍영재, 1996). 따라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
료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켜 실명에까지 이르고 실명 후에도 후유증을 남
기는 질환이다. 이런 이유에서 녹내장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며, 한번 녹
내장으로 손상된 시신경은 여하한 치료로도 회복시키기 어렵고 완치되지도 않기 때문에 일생
동안 적정 안압을 유지하여 시신경의 손상을 막는 것이 녹내장 치료의 핵심이다(현대건강연구
회 편, 1994).
시각장애 학생들의 안질환에 대한 원인을 밝힌 연구를 보면, 원종대(1994)는 연구 대상자
108명 중에서 선천성 녹내장의 비율은 10.9%로 나타났고, 정수화(1998)의 초등부 학생 104명에
대한 저시력 안질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녹내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8.65%의 결과를 보였
다. 또한 전세계 인구의 대략 6천 7백만 명은 녹내장을 가지고 있고(Quigley, 1996), 녹내장은
전세계에서 맹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서 두 번째로 보고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따라서 녹내장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타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유발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녹내장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일상생활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녹내장을 지닌 시각장애 학생은 교육 장면과 일상생활 영역에서 시환경에 기초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교사와 가족 및 주위 동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시각장
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의 시환경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료 제공이나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심리․행동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학생을 보다
능동적으로 교육 장면에 참여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토
대가 된다. 또한 안압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시야 범위의 감소와 시력 저하 및 수명 현상을 보
이는 학생은 심리적으로 불안과 우울 그리고 신경의 예민성을 보일 수 있고, 날씨와 조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시기능에 차이를 보이는 학생은 행동에 있어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녹내장으로 인한 안증상에는 주변부로부터 발생되는 시야 장
애와 그로 인한 야맹증, 안압 상승으로 인한 각막 부종성 눈부심과 안통과 두통, 충혈 등이고
(이상욱, 홍영재, 1996), 그러므로 해서 초래되는 전반적인 시기능 저하이다.
따라서 녹내장을 지닌 시각장애 학생은 교수-학습 장면에서 읽기와 쓰기, 지도와 그림 파악,
낯선 환경에서의 보행과 같은 영역에 제약과 곤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약과 곤란은 여
타 안질환에서도 보여지지만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야 장애와 시력 감퇴 및 통증이
수반될 수 있고, 시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진행성 질환이므로 여타 안질환과는 다른 각별
한 주의와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녹내장으로 진단된 학생은 교육과 일상생활 전
반에 걸쳐 시환경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각장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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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도하는 교사나 학생 자신 및 가족들이 이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방수의 순환과 안압, 녹내장 종류에 따른 안증상을 토대로 한
교육적 지원 방안 도출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고, 더 나아가 녹내장성 시야 장애는 어떠한 양상
을 띠는지, 눈부심을 비롯한 야맹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약물 사용이 왜 감각 둔하를
가져오는지, 안통과 두통 및 충혈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또
한 이 연구는 녹내장 학생에 대한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녹내장을 지닌 시각장애 학생의 시환경과 심리․행동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견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문헌 고찰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된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분
석한 후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II. 방수의 순환과 안압
눈은 안구와 안부속기로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안구는 다시 막 조직과 안내용물로 이루어졌
다. 안내용물에 속하는 방수는 체액의 일종으로 안구 내압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순환한다. 이와
같이 방수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순환하는 것을 생리적 순환이라 하고, 안구 내압에 변
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병리적 순환이라고 한다. 따라서 방수의 순환과 안압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1. 방수의 순환
방수는 유리체와 더불어 안구의 내압을 유지시키고 빛이 망막에 부드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광학 매질로서의 역할과 주변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발생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순환성 액체이다. 유리체와 방수의 성분을 비교해 보면, 유리체는 젤
라틴 물질로 99%가 수분이고 1%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졌고, 방수는 물과 같은 조
직으로 삼투압은 혈청보다 약간 높고, ph는 혈청보다 낮으며, 총 단백은 약 0.02%로 알부민과
글로불린의 비율은 혈청과 같고, 아스코르빈산과 젖산, 피루브산 등은 혈청보다 많다(최영주
외, 1994). 따라서 방수는 유리체에 비해 순환 속도가 빠르고 더 유동적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방수는 안구 내를 빠르게 그리고 끊임없이 순환하지만 이러한 순환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안구
내압이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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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안구의 용적은 약 6.5cc로 그 가운데 유리체가 약 4.5cc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수는 각
막의 후면과 수정체의 전면(이 공간을 안방이라 함)을 채우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적은
0.2ml로 안방 내를 순환한다(윤동호 외, 2005). 안방의 구조는 다시 각막 후면과 동공 사이를
이루는 전방과 동공과 수정체 전면 사이를 이루는 후방으로 구분되며 방수는 전방에 80%, 후
방에 20%가 분포한다. 방수 생성의 기전은 모양체돌기의 상피세포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수
정체 전면과 동공 사이인 후방을 먼저 채운 다음, 동공을 통해 전방으로 유입된다. 전방에서 방
수는 각막과 홍채가 서로 만나는 전방각 부위의 섬유주와 쉴렘관을 거쳐 방수 정맥에 흡수가
이루어진다(이해균 외, 2006). 이러한 방수의 배출은 90%는 섬유주와 쉴렘관 유출이고 약 10%
는 중막과 공막 유출이다.
방수 생산량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1분에 평균 2～3mm3 정도이다(윤동호 외,
2005). 이와 같이 방수는 그 생산과 배출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생리적으로 안정된 안압을
유지할 수 있으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안압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방수 순환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방수 생산량의 문제이고, 둘째는
방수 배출량의 문제이며, 셋째는 생산과 배출에 모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가
지 유형 중, 어느 한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가 생기면 방수의 병리적 순환으로 이어져 안압에도
변화가 생긴다.

2. 안압
1) 적정 안압
안압이란 안방을 채우고 있는 방수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눈의 내압이다. 눈은 정상적인 형
태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내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안구의 내압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눈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안압이 상승하면 망막의 시신경 섬유층에
부담이 가게 되고 이로 인해 시신경이 위축되거나 시신경 유두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현대건강
연구회 편, 1994). 반면에 안압이 지나치게 하강하면 안구 내 구조물이 제 위치를 잡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눈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안압 유지가
중요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정상 안압의 범위는 10mmHg～21mmHg 사이이고 15mmHg가 평균인데, 이 범
위의 안압이 정상 범위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정상인의 95%가 이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이
다(이상욱, 홍영재, 1996). 그러나 반드시 이 범위의 안압 수치만으로는 정상 안압으로 규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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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다. 경우에 따라 안압이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장애가 없다면
안압이 안구 내에서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 범위의 안압이
라 하더라도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장애가 나타난다면 이 역시 적정 안압이 아니다. 그러므로
적정 안압은 시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고 시야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일 것이다. 적정 안압
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검사로는 시야 측정 검사와 시신경과 시신경 유두를 관찰하는 검안경 검
사 및 안압계에 의한 안압 측정, 방수 배출로를 관찰하는 전방각경 검사 등이 필수적이다
(http://www.cuth.cataegu.ac.kr).

2) 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안압은 다양한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적정 안압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도 안압의
변동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녹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 안압의 변동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병리적 순환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안압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은 개인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안압에 영향을 주는 요
인에 대해 이상욱, 홍영재(1996)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연령 및 성별과 안압과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성인에 비해 안압이 낮다. 1세에서
측정한 안압의 수치는 8mmHg이고 매년 약 1mmHg 정도씩 상승하여 5세 무렵에는 12mmHg에 이
른다. 또한 20세에서 40세에는 정규분포를 보이고 이 연령 이후에는 평균 안압과 표준 편차가 증가
하는데 이것은 방수 배출로의 섬유주 노화가 진행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또한 40세 이후에 남녀 안
압을 비교해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안압이 높다고 한다.
둘째, 유전 및 인종과 안압과의 관계이다. 안압은 유전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
히, 개방각 녹내장의 직계 가족에서 일반인들에 비해 안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에 따
르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과 아메리카 사람들보다 안압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일차변동 및 계절과 안압과의 관계이다. 안압은 하루 동안에 변화를 보이는데, 이러한
변동의 폭은 정상인의 경우 약 3～6mmHg이고 녹내장 환자의 경우는 10mmHg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에는 변동의 폭이 30mmHg 이상을 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일차변동의 시기
를 보면 대부분 아침에 가장 높고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가장 낮은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사
람에 따라서는 오후나 저녁에 안압이 가장 높은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계절적 요인
으로는 다른 계절에 비해 특히 안압은 겨울철에 높다고 한다.
넷째, 심혈관과 신경 및 호르몬과 안압과의 관계이다.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 안압이 상승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적다고 한다. 또한 교감신경에 영향을 주는 일
부 약물은 일시적으로 안압을 하강시키고 방수의 유출량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신경절 차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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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호르몬에 의한 영향은 일부 호르몬은 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또 이와는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도 있다.
다섯째, 운동 및 자세와 안압과의 관계이다. 정상인의 경우 장시간의 격렬한 운동은 안압을
하강시키지만 녹내장 환자의 경우는 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세에 의해
서도 안압은 변화를 보이는데, 앉은 위치에서 바로 누우면 안압은 0.3～6.0mmHg 정도 상승하
고 이 영향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거꾸로 선 자세에서는 안압의 상승은 매우
크며 약 5분 정도 있으면 안압이 정상인은 평균 32.9mmHg로 상승하고 녹내장인은 37.6mmHg
까지 상승한다.
여섯째, 굴절 이상과 안압과의 관계이다. 안축의 길이가 긴 근시에게서 일반적으로 안압이
높고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식품 및 약물과 안압과의 관계이다. 알콜은 항이뇨 호르몬의 저하와 방수 생성의 억
제에 의해 안압을 하강시키는 작용을 하고 지방이 든 음식물은 안압을 저하시키며 다량의 수분
섭취나 커피나 홍차 및 녹차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안압을 조금 상승시킨다. 또
한 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약물은 안압을 상승시키고(현대건강연구회 편, 1994), 흡
연은 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데 담배 한 개피의 흡연은 정상인의 11%와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37%에서 안압이 5mmHg 이상 상승했다.
여덟째, 안검 및 안구운동과 안압과의 관계이다. 눈을 깜박이면 10mmHg 정도의 안압이 상
승하고 눈을 심하게 감으면 90mmHg까지 안압이 상승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면 안압은 하강한다.
아홉째, 염증과 안압과의 관계이다. 방수 생산 조직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면 안압이 하강하
고 방수 배출 조직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면 안압은 상승한다.
이상과 같이 안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연령, 성별, 인종, 유전, 일차변동, 계
절, 굴절 이상 등은 가변성이 비교적 적은 요인이고, 심혈관, 신경, 호르몬, 운동, 자세, 식품 및
약물, 안검과 안구운동, 염증 등은 가변성이 비교적 많은 요인이다. 따라서 가변성이 많은 요인
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안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이 중에서 운
동과 자세 및 식품과 약물 요인의 조절은 실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신 피로나 스
트레스 및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라서도 안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녹내장을 지닌 시
각장애 학생은 이러한 요인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방수는 안구 내압을 유지하고 각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순환 액체로 기
능하며, 안구 내 방수의 양에 의해서 안압은 결정된다. 적정 안압은 시신경과 시야에 손상을 일
으키지 않는 범위로, 안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실생활 요인으로는 운동과 자세 및 식품과 약물,
피로,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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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녹내장의 종류에 따른 안증상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과 시야에 장애를 야기하는 질환으로서 그 종류와 증상이
다양하다. 녹내장의 종류는 크게 발생 시기와 원인에 따라 대별되며 이에 따른 증상도 매우 다
양하다. 녹내장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발생 원인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또는 고도근시가 있는 경우,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눈 외상을 입었거
나 장기간 스테로이드 점안약을 투여한 경우 및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동맥경화증 같은 전신
성 질환 또는 심한 출혈 등이 있었던 사람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다(http://www.healthkorea.net).

1. 만성 개방각 녹내장
만성 개방각 녹내장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녹내장 유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안압이 상승하거나 상승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그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 개방각 녹내장은 안압이 항상 21mmHg을 넘고 녹내장성 시야 결손
과 시신경 손상이 있으며, 전방각의 구조가 정상과 동일하게 열려 있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만성 개방각 녹내장이라 하고 전체 녹내장의 60～70%를 차지한다(이상욱, 홍영재, 1996). 그러
나 만성 개방각 녹내장은 약간 높은 안압으로 눈의 피로와 가벼운 안통, 두통, 견통, 심계 항진,
현기증, 식욕 부진, 몸의 균형 유지 곤란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질
환으로 오인되어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현대건강연구회 편, 1994).
이와 같은 만성 개방각 녹내장의 특징은 방수 생산과 배출이 불균형을 이루고 이러한 상태
가 점진적으로 지속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만성 개방각 녹내장을 자각 증상으로 알아내기는 어
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안압과 시신경 및 시야 검사를 거쳐 판별해야 한다.
또한 가족력과 심혈관 문제 및 당뇨병이 있을 때에는 더욱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안증상으
로는 초기 시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주시점 주위 시야 결손과 코쪽 시야 결손이 초기 시야
결손으로(윤동호 외, 2005) 점과 같이 점진적으로 나타는데, 초기와 중기에는 잘 알 수가 없어
시야 결손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문제를 인식한다.

2. 급성 폐쇄각 녹내장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생리적 동공 차단이나 수정체의 변화(홍영재 외, 1991) 등에 의해서
방수 배출로가 막힘으로써 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녹내장 유형으로 시력 저하와 시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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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통과 두통 및 충혈을 유발하고 더 심할 경우에는 구기와 구토를 하기도 하며 응급 처치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다. 초기 안증상으로는 눈의 통증과 침침함 내지 안개 낀 것과 같은 시력
장애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높은 안압으로 인하여 각막이 부종을 일으켜 나타나는 증상이고 시
간이 경과하면 전구에 무지개가 낀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시신경에도 손상을 일으킨다(이상
욱, 홍영재, 1996). 이것은 각막 혼탁이 진행됨에 따라 빛이 난반사를 일으켜 결국, 밝은 빛에
대한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자각 증상이 뚜렷하여 치
료 시기를 조기에 알 수 있으나 시력 저하와 통증이 수반되고 급격한 시신경 손상이 야기되므로
위험성이 높은 녹내장이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어두운 장소에서의 작업과
전방각이 좁은 경우, 강한 분노와 스트레스 및 약물 오남용, 원시안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http://cuth.cataegu.ac.kr).
한편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외관상으로도 관찰이 가능한데, 눈이 부어 오른다거나 각막 혼탁
및 충혈이 발생한 것은 높은 안압으로 안구 전체 및 각막과 주위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
일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학생이 안통과 두통을 호소하는 것은 안구 주위 신경 조직에 강
한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정상 안압 녹내장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안압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야 장애와 시신경 손상을 일으
키는 녹내장 유형으로 저안압 녹내장이라고도 한다. 정상 안압 녹내장을 유발하는 요인은 개방
각 녹내장에서와 같이 전방각은 열려 있으나 안압의 일차변동이나 정상 범위 안압에서 시신경
손상과 시야 협착이 일어나는 경우와 다른 하나의 경우는 안압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신경 유
두로 공급되는 혈액이 다양한 원인(빈혈, 당뇨 등의 전신 질환)으로 감소하는 요인에 의해 발생
한다는 것이다(이상욱, 홍영재, 1996). 이러한 정상 안압 녹내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개방
각 녹내장에 비해 발병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동호 외, 2005). 이와는 반대로 안
압은 21mmHg 이상을 넘지만 녹내장성 시야 장애나 시신경 손상을 보이지 않는 고안압증도
있다. 따라서 녹내장을 진단, 판별하는 중요 요인은 안압보다는 시야와 시신경 손상 유무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은 개방각 녹내장과 같이 초기에는 특별한 안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진단과 판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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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천 녹내장
선천 녹내장은 신생아와 유아에게서 드물게 출현하며 생후 1년 이내에 발생한다. 또한 선천
녹내장은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자의 25～40%는 출생 전에 그리고 환자의 약 50%
는 출생 후부터 생후 1년 내에 증상을 나타낸다. 즉, 선천 녹내장의 90%가 생후 1년 이내에 발
병한다(이상욱, 홍영재, 1996). 선천 녹내장의 안증상은 밝은 빛에 대해 부적응을 보여 회피 반
응이 일어나고, 눈물을 자주 흘리거나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으며, 안검 경련, 각막 부종, 충
혈과 안구에 각막과 공막이 확대되는 증상이 나타난다(윤동호 외, 2005). 대부분 부모의 관찰에
의해 발견되며 안압이 조절되더라도 시력에 대한 예후가 좋지 않아 고도근시나 저시력이 될 가
능성이 높다.

5. 속발 녹내장
속발 녹내장은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되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녹내장 유형이다. 대개 한쪽
눈에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방수 배출로의 장애로 녹내장이 초래된다. 속발 녹내장을 일으키
는 종류를 유형별로 보면, 외상을 받았거나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에 또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
하는 망막증(당뇨, 고혈압 등)이 있을 때, 홍채염이 있을 때, 그밖에 여러 가지 눈병이 있을 때
이차적으로 합병된다. 또한 스테로이드제재가 들어있는 약물을 장기간 사용할 때에도 발생한다
(http://www.vec.co.kr).
속발성 녹내장의 안증상은 안통과 시력 저하 및 충혈과 출혈, 안구 내 구조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윤동호 외, 2005). 따라서 속발 녹내장은 원인 질환이 치유되면 원래의 적정 안압으로
회복되지만 이러한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녹내장성 증후를 나타낸다.

6. 기타 녹내장
모양체염 녹내장은 주로 단안성으로 나타나고 전신 피로와 감기 등이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
으며, 속발 녹내장과의 차이는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된 안증상으로는
시력 저하와 안통 및 충혈과 불쾌감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백내장에 의한 녹내장이나 당뇨병에 의한 녹내장이 성인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
는 추세이고 또한,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타 안질환 수술로 인한 이차적인 녹내장 발병이 있을
수 있으며, 소안구증이나 안구 구조 이상 및 고도근시 등으로 인한 녹내장이 야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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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녹내장은 그 종류와 증상이 다양한데 녹내장의 종류는 크게 만성 개방각 녹내장,
급성 폐쇄각 녹내장, 정상 안압 녹내장, 선천 녹내장, 속발 녹내장 및 기타 여러 종류의 녹내장
이 있으며, 안증상으로는 시야 감소와 시력 저하 및 수명, 통증, 충혈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Ⅳ. 교육적 지원 방안
녹내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 안압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시야 장애와 시력 저하
및 통증이 수반되는 진행성 질환이다. 또한 이 질환은 완치되지 않고 시기능에도 상당한 변화
가 초래되므로 시각장애 교사를 비롯한 학생 자신 및 가족과 주위 동료들의 이해와 지원 및 협
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녹내장을 지닌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1. 심리적 지원
녹내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기능의 변화는 학생에게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녹내장에 따
라서는 비교적 안정된 시환경을 유지하는 경우와 점진적으로 또는 급격하게 시환경에 변화를
보이는 경우 및 시력과 시야가 저하를 보였다가 회복되는 변동 시환경을 나타내는 세 가지 경
우가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 교사는 학생의 시환경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관찰과 상담을 통
해 파악해야 하고 이러한 관찰과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이
와 같은 시환경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 행동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초래된다.
녹내장 시각장애 학생은 안압에 변화를 주는 일차변동, 운동, 자세, 신경, 식품과 약물 요인
등에 의해 시기능에 차이를 보이고, 날씨와 조도 및 전신 피로나 스트레스, 감정 변화 등에 따
라 시환경에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안과 검진을 위해 수업 시간 참여에 결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인에 대해 교사는 늘 교수-학습 계획과 생활 지도 계획 수립에 이
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학생은 시각장애와 함께 녹내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불안 요인이 되고, 여기에 시환경의 변화와 변동까지 수반된다면 심리적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시각장애 교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녹내장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학생의 치료에 협조해야 하고, 무엇보다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학생이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녹내장 학생에 대한 치료 과정을 배려해 주는 것과 특히, 교육 장면에서의 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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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한 심리적 이해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키고 경감시
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약물 사용 지원
녹내장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약물 치료와 레이저 수술 및 외과 수술이 있다. 이 중에서 레이
저 수술과 외과 수술은 병원에서 시행되지만 처방된 약물 사용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주로 투여
및 투약이 이루어짐으로 시각장애 교사는 이러한 약물 사용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특히 녹내장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는 점안약과 복용약 두 형태가 있고, 이러한 약을 투여 및
투약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조절하여 동공을 축소시키거나 방수 생산
을 억제시켜 안압 하강을 유도하는 것이다.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β-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차단제
나 탄산탈수효소 저해제, 프로스타글란딘 제제, 아드레날린성 효능제 또는 콜린작용제 등이고, 이
약물들은 안내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http://www.healthcare.joins.com).
그러나 이러한 약물 사용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는데, 점안약은 약을 투여 했을 때 따가
움이나 일시적으로 눈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 두통과 안통,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
나고, 복용약은 위장 장애나 식욕 감퇴, 손발 저림이나 마비감, 졸림, 신장 결석, 맥박의 변화,
머리가 멍하는 증세 등이 나타난다(이상욱, 홍영재, 1996). 또한 점안약과 복용약을 투여 및 투
약하는데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녹내장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 주로
신경계통을 조절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사는 수업 시간 중이라도 약물 사용을 배려해
야 한다.
한편 학생이 점안약을 사용할 때 손과 눈을 청결하게 하는 것, 두 가지 이상의 안약을 사용
할 때에는 5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 점안약의 적정 투여량을 알기 위해 안약을 차갑게 보관
하는 것, 안약을 점안한 후 눈을 감고 눈의 내측 내안각 부위를 가볍게 눌러 안약 유실을 막는
것, 점안약과 복용약을 거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등의 약물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시각장애
교사가 숙지하여 저학년 학생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히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3. 읽기와 쓰기 지원
시각장애 학생의 언어 접근에 있어 문자 언어에 대한 접근은 또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된다.
녹내장을 지닌 시각장애 학생 중, 잔존 시력이 있는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시환경에 기초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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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쓰기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내장을 지닌
시각장애 학생의 안증상은 시야 협착과 각막 부종에 따른 혼탁 및 수명 현상이 대표적인데 이
와 같은 요인에 의해 읽기와 쓰기에 장애를 받는다.
녹내장성 시야 협착은 읽기와 쓰기에서 제한된 시야 범위로 인해 읽어야 할 줄을 신속하게
찾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쓰기 위치나 쓰는 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읽기 자료의 적절한 글자 크기와 편집을 통한 재구성, 마커의 사용 및 타이포
스코프 등을 통한 읽기 접근과 줄이 그어진 필기 용지와 필기 가이드 등의 사용을 통해 쓰기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각막 부종에 의한 혼탁이 있을 경우에는 대비가 뚜렷
한 읽기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이런 경우 흑색 바탕에 백색 글자와 같은 대비 효과가 도움이
된다(Legge 등, 1987). 이것은 읽기 자료의 빛 반사율과도 연관이 있으며, 조도 제공에 있어서
도 너무 강하거나 약한 빛을 피해 적정 조도가 제공되어야 눈에 피로를 줄여 읽기와 쓰기 과제
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녹내장에 의한 수명 현상은 각막 부종성 혼탁에 따른 난반사가 망
막시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읽기와 쓰기에 있어 안구에 충혈이 발생하거나 안통 및 두통을 호소할 때에는 휴식 시
간을 충분히 주어 안정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 교사는 배려해야

하고, 읽기와 쓰기 과제의 양

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력과 시야에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장래의 문식성
기술 습득과 확보를 위해 점자 지도가 병행되어야 하고, 약물 사용에 따라 촉각이 둔한 학생에
게는 음성 활용이 가능한 보조 공학 기기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신체 활동 지원
녹내장은 격렬한 운동이나 급격한 압박을 가하는 활동 및 거꾸로 선 자세와 같은 신체 활동
에서 안압 상승이 나타나고, 어두운 곳에서의 장시간 작업은 동공을 산대시켜 전방각부의 방수
배출을 저해하고 반면에 지나치게 밝은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은 동공을 축소시켜 안방 내 방
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체 활동이나 작업을 할 때에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몸의 균형 유지 곤란과 시야 협착 및 수명, 야맹증이 있는 녹내장 학
생은 그 특성을 파악하여 보행 지도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심 시력은 사물을 또렷이 볼
수 있는 기능과 밝은 빛에 예민한 반응 및 색각 인식 능력이 우수하고, 주변 시력은 사물의 대
략적 형체나 움직임 및 어두운 곳에서 반응하는 것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녹내장을 지닌 시각장애 학생은 주변부 시야 협착이 있을 경우, 몸의 균형 유지와 사물의 전
체적 형체, 움직임,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데 곤란이 따르고 야간이나 낮은 조도에서의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더욱이 지나치게 밝은 환경이나 햇빛이 드리워진 나무숲 및 해가 뜰 무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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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무렵 등에는 일정치 않은 광량으로 인해 보행에 곤란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와 함께 낯선
환경에서 위치 관계 파악이나 방향정위에 제약이 있으므로 지표와 단서를 활용하는 보행 지도
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간 보행 시에는 색안경이나 차양이 있는 모자 및 시야 확대를 도
울 수 있는 보조 기구 사용이 유용하고, 야간 보행 시에는 흰 지팡이 사용이나 손전등 등의 활
용이 도움이 된다.
시각장애 교사는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보행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녹내장 학생의 안증상과 예후를 고려한 보행 능력 신장과 자신감을 높
여 주어야 한다.

5. 일상생활 지원
녹내장으로 인한 시야 감소와 투광체 혼탁은 시력 저하와 색에 대한 감도를 떨어뜨린다. 때문
에 한 눈에 보기 어려운 사물이나 환경 그리고 분명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물이나 의류 선
택 및 다양한 환경에서의 곤란이 야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시야 감소에 의한 사물 인지
나 환경 탐색은 추시와 주사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고, 대비에 대해서는 되도록 적은 수의 색상으
로 대비감이 높은 것을 선택 및 배치토록 해야 한다. 특히 식사 환경과 생활 환경 조성에 있어서
는 이러한 대비 효과를 높이는 것이 시기능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시각장애 교사는 학습 환경 외에도 학생이 각종 라벨이나 고지서, 제품 설명서, 통장,
계산서, 의류 선택 및 컴퓨터 활용 등에 적합한 광학 및 비광학 기구 사용에 대한 정보와 훈련
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녹내장을 지닌 시각장애 학생의 일상생활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며, 목이 졸리거나 몸을 심하게 압박하는 옷을 피하고, 안
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식품과 약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으므로 다량의 수분 섭취나
커피, 홍차, 진한 녹차 및 흡연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스테로이드 약물이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녹내장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 고찰과 인
터네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한 후 지원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이러한 지원
방안은 시각장애 교사와 학생 자신 및 가족과 동료들에게 녹내장에 관한 정보 제공과 함께 교

110 視覺障碍硏究(2008) 24卷 4號

육 장면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기초와 토대를 마련하
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수는 안구 내압을 유지하고 각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순환 액체로 기능하며, 안
구 내 방수의 양에 의해서 안압은 결정된다. 적정 안압은 시신경과 시야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
는 범위로, 안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실생활 요인으로는 운동과 자세 및 식품과 약물, 피로, 스
트레스 등의 요인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녹내장은
그 종류와 증상이 다양한데 녹내장의 종류는 크게 만성 개방각 녹내장, 급성 폐쇄각 녹내장, 정
상 안압 녹내장, 선천 녹내장, 속발 녹내장 및 기타 여러 종류의 녹내장이 있으며, 안증상으로
는 시야 감소와 시력 저하 및 수명, 통증, 충혈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에 따른 녹내장 시
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내장 시각장애 학생의 심리적 안정의 필요성이다. 녹내장은 다양한 종류와 증상에
따라 상이한 시환경을 보이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 교사는
주기적인 관찰과 상담을 통해 시력과 시야 상태를 파악하고,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함
께 학생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약물 사용의 협조이다. 시각장애 교사는 녹내장 학생이 사용하는 약물의 특성과 용법
을 알고, 약물 사용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파악하여 저학년 학생이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게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셋째, 녹내장 학생의 시환경에 기초한 읽기와 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녹내장은 시야
협착과 각막 혼탁 및 수명 현상 등을 일으킴으로 읽기 자료에 있어 적절한 글자 크기와 편집을
통한 재구성, 마커와 타이포스코프를 비롯한 대비 효과가 높은 것이 좋고, 쓰기에 있어서는 줄
이 그어진 필기 용지나 필기 가이드 등의 사용이 유용하며, 조도의 조절과 과제의 분량 조절
및 녹내장의 예후에 따른 추가적인 문식성 기술 습득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신체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녹내장은 격렬한 운동이나 자세 및 어두운 곳에서의 장시
간 작업 등에 의해 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주변 시야의 결손과 수명 현상 및 야맹증이 있을 때에는 지표와 단서를 활용한 보행 기술 습득
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간 보행 시에는 색안경이나 차양이 있는 모자 및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보행 보조 기구 활용이 유용하며, 야간 보행 시에는 흰 지팡이와 손전등의 사용 등이 효
과적이다.
다섯째, 녹내장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 녹내장성 시야 협착이 있
을 때에는 사물과 환경 파악을 위해 추시와 주사 기술이 지도 되어야 하고, 각종 라벨이나 고
지서 및 의류 선택 등의 생활 환경에서 광학 및 비광학 기구 활용법이 지도되어야 한다. 또한
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과 약물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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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idance for Educational Support of th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Glaucoma

Dong-il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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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for educational support of the students with glaucoma and has the purpose
of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illness to teachers, students themselves, and their family
and peers as well as preparing suitable and effective support, theoretical basis, and
foundation for the educational site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First, they need psychological relaxation through teachers' periodical observation and
counselling support because there are various and different visual environments and
student's psychological anxiety. Second, the glaucoma causes decreased range of eye sight,
walleye, and dazzling phenomenon so there needs support for the students in reading and
writing based on their visual environment. For the recommendable reading materials, there
are the things with suitable sized letters, reorganized letters, markers, typo-scope, and high
contrasting effect. For the useful writing materials, there are paper with line and writing
guides. And also there need control of illuminating level and adjusting quantity of
homework as well as additional rhetoric embellishment skill to prepare for the prognosis of
glaucoma. Third, they need physical activity and daily life support. When they exercise,
they have to consider intraocular pressure by the physical position and radical movement.
And also they need walking skill using index and clues resulting from decreased eye sight
and dazzling phenomenon. During the daytime, they need sunglass, the shaded cap, and an
aids to broaden the eye sight and for night, a white stick and a flashlight are useful. And
also they need both optical and non-optical instrument application in the daily life
environment like posthumous title, injection exercise, various labels, written noti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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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es collection as well as notice about foods and medicine.

Key words : Visual Impairment, Glau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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