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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안녕하세요. 

 

2017 한국 저시력 연구회 심포지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꼭 필요한데도 기본적인 지식 및 임상술기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아쉬웠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저시력 보조기구의 처방과 실제로 사용되는 저시력 보조기구들의 소개, 

저시력 재활의 새로운 경향 등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특히 각 질환들에 대한 증례를 통하여 의문점을 풀어봅니다. 

 

또한 저시력 유관기관 및 저시력인을 위한 제도 등 저시력 진료에 필요한 다양하고 알찬 배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를 접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시력연구회 회장 문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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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저시력연구회 심포지엄





올바른 저시력 보조기구의 선택: 근거리용 

건국대학교병원 신현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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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vision aids for near 

2 

How to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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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vision aids for near 

Near VA  

• LEA number & symbols Near vision card  

• 40 cm  

• At least 3 of the 5 symbols are read correctly. 

 

4 

Low vision aids for near 

Contrast test  

• Vistech CS test model 6500. 

 

• Peli-Robson letter chart  

 

5 

Low vision aids for near 

Visual field test 

• Tangent screen  • Goldmann perimetry 

 

6 

etc.  

• Amsler grid  • Brightness acuity tester • Colo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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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Pre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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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ON 

Low vision aids 

Near 

Spectacle  Electronic Devices Magnifiers 

Optical  Non-optical  

- Prismatic ½ eyes 
- Bifocal 
-   Luper

- Hand held vs. stand 
- Illuminated vs. non-illu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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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ON 

Low vision aids 

Near 

Contrast enhance Accessory devices Computer software 

Optical  Non-optical  

- Hand held vs. stand 
- Illuminated vs. non-illuminated

Glare reduction 

10 

Low vision aids for near 

Magnifying spectacles 

• High plus reading glassed to  magnify the image 
 

• Spectacles (first choice) 

      

11 

요점 
Executive Summary 

Full-field microscope Prismatic ½ eyes 

Bifocal glassed Lupe 

Near aids 

Magnifying spectacles 

12 

Low vision aids for near 

Magnifying spectacles 

• Advantages : 

 - Hands are free 

 - Field of view larger when compared to telescope 

 - Greater reading speed 

 - Can be given in both monocular and binocular forms 

 - More portable 

 - Cosmetically acceptable 
  

• Disadvantages: 

 - Higher the power, closer the reading distance 

 - Close reading distance causes fatigue and unacceptable posture 

 - Patients with eccentric fixation are unable to fix through these glasses 



13 

Magnifiers 

 

•  Designed to be held close to the reading material to enlarge the image 

•  The eye lens distance should be minimum to achieve larger     

            magnification 

•  Two types: 

            - Hand magnifier 

            - Stand magnifiers. 

14 

Hand magnifiers 

•  Available from + 4.0 to + 68.0 D. 

•  Available in three designs: 

           -  Aspheric – reduces thickness and peripheral distortion 

           - Aplantic – flat and wide distortion free field and good clarity 

           - Biaspheric – eliminating aberrations from both surfaces 

•  Most patients accept up to 6x magnification 

15 

Hand magnifiers 

•  Advantages 

     - The eye to lens distance can be varied 

     - Patient can maintain normal reading distance 

     - Work well with patients with eccentric viewing 

     - Some have light source which further enhances vision 

     - Easily available, over the counter 

 

•  Disadvantages: 

      - It occupies both hands 

      - Field of vision is limited 

          - Maintaining focus is a problem especially for elderly 

      - Patients with tremors, arthritis have difficulty holding the magnifier 

• The magnifiers are stand mounted 

• Has a fixed focus 

• The patient needs to place the stand magnifier on the reading  

      Material and move across the page to read 

• Advantages :  

       - choice for patients with tremors, arthritis and constricted VF 

• Disadvantage: 

       - Field of vision is reduced 

       - Too close reading posture is uncomfortable for the patient 

       - Blocks good lighting unless self illuminated 

 16 

Stand magnifiers 

17 

Electronic device  

• Closed circuit television system (CCTV) consists of a monitor, a 

       camera and a platform to place the reading text 

• It has control for brightness, contrast 

• Magnification varies from 3X to 60X 

 

18 

Illumination 

• Higher levels of illumination is needed in patients with 

       - Lost cone functions (macular degeneration) 

       - Glaucoma 

       - Diabetic retinopathy 

       - Retinitis pigmentosa, Chorioretinitis 

 

• Reduced illumination 

       - Albinism 

       - Aniridia 

 
Light source should be  

placed to the side of better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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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SCOPE / READING GUIDE 

• Masking device with a line cut out from an opaque, non reflecting 

       black plastic or thick paper. 

 

• Reduces glare and controls contrast. 

20 

Computer software 

Zoomtext  
magnifier 

전체화면모드 렌즈모드 도킹모드 

Window 

High  
contrast 

21 

New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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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devices 

Tablet / smart phone application Head mounted display 

23 

Computer software 

Intraocular low vision aids 
- surgical implantation 

Finger clipped Reader  

24 

Computer software 



올바른 저시력 보조기구의 선택  

- 원거리용 -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안과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Hospital 

 

김  수  진 

Su Jin Kim, MD, PhD 

 

• Problems with low vision patient 

– Difficulty with distance visual tasks 

• Reading chalkboard in school 

• Street sign, traffic lights, bus number 

• Difficulty in recognition of face of person 

• Working distance more than 3meters 

 

– Difficulty with near vision tasks 

• Reading is the most common problem 

• Computer & writing 

Introduction 

• The use of a telescope is the mainstay to 
improve distance visual functioning for visually 
impaired 

• Galilean vs Keplerian telescope 

 

Introduction 

• 볼록 렌즈 

 

물체의 위치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상의 모양 똑바로 선 상 거꾸로 선 상 

상의 크기 실제보다 큰 상 실제보다 작은 상 

Basic optics 

• 오목 렌즈 

 

물체의 위치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상의 모양 똑바로 선 상 똑바로 선 상 

상의 크기 실제보다 작은 상 실제보다 작은 상 

Basic optics 

• Characteristics of telescopes 

 

 

 

 

Telescopes 

– Work on the principle of 

angular magnification 

– Magnification power 2X~10X 

– Field of view decreases with 

magnification 

– 정점거리(vertex distance)가 

짧을수록 시야가 넓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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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레이 망원경 Galilean telescope 

– 볼록 대물렌즈, 오목 접안렌즈   

– M = ratio of the angular size 

      = - power of eyepiece/objective lens 

 

Telescopes 

• 케플러식 망원경 Keplerian telescope 

– 대물렌즈, 접안렌즈 모두 볼록렌즈 

– 상이 거꾸로 보임  

– M = ratio of the angular size 

     = - power of eyepiece/objective lens 

 

 

Telescopes 

• 케플러망원경과 갈릴레이망원경의 비교 
 

갈릴레이 케플러 

렌즈의 구성 접안렌즈: 오목렌즈 
대물렌즈: 볼록렌즈 

접안렌즈: 볼록렌즈 
대물렌즈: 볼록렌즈 

상 직립 도립 

망원경의 길이와 무게 짧다. 가볍다. 길다. 무겁다. 

확대 4~6배 20배까지 

사출동공의 위치와 시야 내부- 좁다 외부-넓다 

빛투과도 높다 낮다 

상의 질 좋다 매우 좋다 

굴절이상과 확대효과 근시 : 확대 감소 
원시 : 확대 증가 

근시 : 확대 증가 
원시 : 확대 감소 

Telescopes 

• 저시력 환자의 망원경 

– 손잡이형 망원경 (hand held telescope) 

– 클립형 망원경 (clip-on telescope) 

– 안경장착형 망원경 (bioptic telescope) 

– 전시야형 망원경 (full-field telescope) 

– 쌍안경 (binoculars) 

– 자동초점 망원경 (autofocus telescope) 

Types of telescopes 

• Hand-held telescope  

– Lightweight, Inexpensive 

– 10배까지 확대 

– Used for temporary or occasional use 

– 목에 매달면 이동하면서 사용하게 편하다. 

– 사용 중 한 손을 쓸 수 없다. 

– Ex) 정지신호, 도로표지, 버스 노선 확인 등 

– Shorter the scope, weaker the power 

– 정점거리(vertex distance)가 짧을수록 시야가 넓어짐 

– 시력이 좋은 눈에 사용 

 

 

Types of telescopes 

• Spectacle mounted telescope 
– Long-term or prolong viewing 

– For work where hand need to be free 

– Ex) watching television, writing and driving 

– Beneficial to patient with hand tremor problems 

 

 

Types of telescopes 



• Spectacle-mounted 

• Clip-on 

 

• Full-field  

• Bioptic 

 

• Monocular 

• binocular 

Types of telescopes 

• Spectacle-mounted telescope 

– Carrier lens 에 박힌 형태의 망원경 

– 크기가 작아지는 만큼 시야가 많이 줄어든다. 

– 큰 직경의 망원경을 spectacle carrier lens에 끼우면 

   – 적당한 확대, 작업거리, 시야유지 

   – 환자의 움직임은 부자유스럽다. 

– Binocular or monocular 

 

 

 

 

 

Types of telescopes 

• Clip-on telescope 
– 걸을 때는 클립제거 or 망원경을 위로 올려 

–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 

– 전시야망원경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유리 

– 렌즈가 커지면 정점거리가 길어져, 손에 쥐는 망원경

보다 시야가 좁고 파손되기 쉽다.  

 

 

Types of telescopes 

• Bioptic telescope 
– 망원경의 위치가 상단 끝에 위치 

– 멀리 보고자 할 때 망원경 사용 

– 일반 활동시 하단부 일반렌즈 사용 

 

 

Types of telescopes 

• Full-field telescope 

– 안경의 중앙에 망원경 장착 

– 시야는 넓지만  

– 정지된 상태, 무언가를 응시하는 목적으로 사용 

– 보행이 어렵다. 

 

 

Types of telescopes 

• 쌍안경 Binoculars 
– 더 넓은 시야, 보다 나은 집광능력 

– 양손을 사용해야 하거나 

– 들고 있기 어려울 때는 삼각대 사용 

 

 

Types of telescopes 

2017 한국저시력연구회 심포지엄



• Autofocus telescopes 
– 물체가 움직일 때 초점을 맞추기 쉽게 도와줌 

 

 

Types of telescopes 

• Handheld vs spectacle mounted 

– Handheld telescope  

• Temporary or occasional use 

• with cords /straps or finger-ring 

– Spectacle mounted telescope 

• Long term/ prolonged viewing 

• Spec mounted in carrier lens (full diameter/full 
field position) 

• Positioned superiorly – bioptic telescope 

• Positioned inferiorly – reading/surgical telescope 
 

Prescribing telescope 

• Binocular vs monocular telescope 

– Monocular telescope 
• if need to change fixation at various distance 

• In better seeing eye 

• When one eye have less visual acuity than other  

      (at least by two lines) 

– Binocular telescope 
• Binocular for prolong tasks 

• For binocular, should have equal VA / binocularity 

• Binocularity difficult to achieve when magnify 
>2.5~3X 

• Most of the binocular system are prescribed for near 

 

Prescribing telescope 

• Advantage of telescope 

– Enhance distance vision 

– May be use as for dynamic vision (M<2X) 

– Can be focused to give distance and near 

magnification 

– Incorporate with the patient prescription or 

telescope focus can adjust 

 

Pros & cons of telescope 

• Disadvantage of telescope 

– Restriction of the field of view 

– Ugly appearance 

– Expensive and costly 

– Reduced depth perception 

– Binocularity difficult to achieve 

– If dynamic target appear, its speed will be 

magnified, as will its size 

Pros & cons of telescope 

• Implantable miniature telescope(IMTTM) 

– 2.2X, 3X 

– 2 microlens (front +lens, back -lens) 

– Galirelean telescopic configuration  

– Air filled glass tube (4mm length) 

– Depth of field 1m and beyond 

– External field of view  

   (at least 20 ~24︒) 

– Scanning with natural eye movement 

– Vestibular conflict (-) 

– Hands-free 

New hope to low vision 



• Lipshitz Macular implant 

– Regular IOL, two miniature 
mirrors 

– central mirror 1.4mm, 
posterior mirror doughnut 
shape 2.8mm, 1.4mm clear 
area 

– Cassegrain telescopic 
configuration 

– Overall 13mm, optic 6.5mm 

– Undisturbed Peripheral vision 

– 2.5X magnify 

 

New hope to low vision 

• IOL-Vip system 

– 2 IOLs (intraocular Galilean telescope) 

– High minus power biconcave IOL in the bag 

– High plus power biconvex IOL in A/C 

– 5mm optic, total 13mm 

– AC IOL 1.5mm, in the bag IOL 1.5mm thickness 

– 1.3X magnify 

– Small prismatic effect 

New hope to low vision 

• iolAMD lens 

– Spherical aberration of the Hubble telescope 

– Two foldable lenses (2mm apart) 

– High plus powered lens (5mm optic) in the sulcus 

– High minus powered lens (4mm optic) in the bag 

– Shift the focus of the image away form the 
damaged part 

 

New hope to low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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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병변에 의한 반맹성 질환은 시신경 교차(optic chiasm) 부위나 시신경 교차 이후(postchiasmal) 

병변에 의해 유발되는 시야 이상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반맹이 있는 부위의 장애물과 부딪히기 

쉽고, 반맹이 있는 부위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알아차리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결국 

반맹이 있는 환자의 운동 범위는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 

반맹환자의 시각적인 재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반맹이 있는 쪽

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게 하기 위한 훈련(visual search training, visual restoration training)을 시

행하거나 광학적 보조기구(optical aids; mirror, prism glasses)를 처방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 중에서 프리즘을 이용한 방법은 주로 동측 반맹환자에서 중심시야를 반맹이 없는 시야로 옮겨

주거나(yoked full field prism), 반맹이 있는 부위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 안경의 일

부만 프리즘 안경으로 만들거나(sector prism), 주변부 시야를 이용하여 반맹 시야의 변화를 알아

차리게 하는 안경(peripheral prism)으로 이루어져 있다. 

 

1. Yoked full field prism 

반맹부위의 시각정보를 반맹이 없는 시야로 옮겨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야를 확대시킬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중심시야 부위를 보이는 시야 부위로 옮겨주는 장점이 있다. 프리즘 안경을 

제작하는 방법은 프리즘의 base를 반맹이 있는 방향으로 대어주는데, 양안 안경에 모두 적용한다. 

양안 모두 Fresnel 프리즘을 적용하는 것은 시각적 해상도를 낮출 수 있어 잘 사용하지 않는다. 

광학프리즘안경을 제작하는 것은 15~20 프리즘까지의 한계(국내에서는 15 프리즘)가 있고 1 프

리즘은 대략 0.5º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약 7.5 ~ 10º 정도의 반맹 시야를 정상 시

야로 옮겨 올 수 있다. 안경을 착용하였을 때 보이는 시야와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

지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며, 환자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안경이 필요할 수 있다. 상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안경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사전에 환자와 상의해야 한다. 결정적으

로 이 방법의 프리즘 안경은 시야 확대가 있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다. 

올바른 저시력보조기구 선택: 시야와 관련된 프리즘처방 

김대희 

김안과병원 



 

(Yoked full field prism 개념도, Cohen, J.M. & Waiss, B., Visual Field Remediation, Chapter 1, 

Remediation and Management of Low Vision, 1996) 

 

2. Sector prism 

반맹이 있는 부위 절반에만 프리즘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양안에 적용하거나 반맹이 있는 쪽의 

눈에만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반맹부위의 시야에 있는 변화가 빠르게 감지되도록 하

기 위한 방법으로 scanning eye movement를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목표가 반맹시야의 

이상을 빨리 알아채게 하기 위함이고,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 반맹이 없는 시야 부위로 주시하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Fresnel 프리즘을 적용하여도 가능하다. 광학프리즘의 경우는 

처방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sector prism 처방에서는 Fresnel 프리즘이 선호된다.  

양안에 프리즘을 처방하는 방법은 양안에 반맹부위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반맹 부위 

방향으로 base를 위치시키는 프리즘을 처방한다. 이 방식은 시야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고, 양안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복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프리즘이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의 

경계에서 image jump가 있을 수 있고, 눈이 프리즘이 있는 부위로 움직이게 되면, 경계부위로부

터 프리즘 돗수에 해당하는 만큼이 보이지 않는 apical scotoma(=Jack-in-the-Box scotoma)가 발

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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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ocular & monocular sector prism 개념도, Cohen, J.M. & Waiss, B., Visual Field Remediation, 

Chapter 1, Remediation and Management of Low Vision, 1996) 

단안에 프리즘을 처방하는 방법은 반맹이 있는 부위의 눈에 적용한다. 반맹에 해당하는 

절반시야에만 반맹 부위 방향으로 base를 위치시키는 프리즘을 처방한다. 이 방식은 시야가 확장

되는 효과가 있고, 양안 sector prism glasses의 단점인 apical scotoma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한눈에만 프리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복시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매우 큰 단점

이 될 수 있다. 

제작 방법은 한눈을 가리고 반맹이 있는 시야로부터 반맹이 없는 시야로 물체를 서서히 

보여준다. 환자가 알아채는 부분에 해당하는 렌즈부위에 표시를 하고 일정한 결과를 보일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다. 반대편 눈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한다. 반맹 시야 부위에 해당하는 안경렌즈 위

치를 확인하면 그 위치로부터 반맹부위 방향으로 1~2 mm 떨어진 위치에, 프리즘 base가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부착한다. 보통 15 프리즘부터 시작하여 환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프리즘을 부착

하여 안경을 제작한다. 

 

3.  Peripheral prism 

Peripheral prism은 주변부 시야를 이용하여 반맹부위의 시야를 넓히는 방법으로 반맹부위의 시야

에 변화가 있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sector prism과 유사하지만, 

중심부분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 scanning eye movement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단, 주변부 시야의 위, 아래 부분만 시야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량이 진행되고 있다. 반맹이 있는 눈에만 적용하는 단안 방

식이며, 주로 Fresnel 프리즘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제작하는 방법은 안경을 씌운 후 환자의 동공을 확인하여 중심을 확인하고 중심으로부터 

위아래로 6 mm씩, 총 12 mm(시야에서 약 33º에 해당)의 간격을 두고 위, 아래에 착용시킬 프리

즘 크기의 패치를 붙인다. 패치를 붙일 부위에 안경 프레임이 위치한다면 안경 프레임을 다시 제



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눈을 가린 다음, 환자가 안경을 쓰고 위, 아래 시야에 불편함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불편함이 있다면 패치의 위치를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위, 아래로 조정한다. 불편

함이 없다면 같은 위치의 안경 뒷부분에 Fresnel 프리즘을 부착하고, 환자에게 착용하게 한 다음,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프리즘의 양과 위치를 조정한다. 

프리즘의 양은 주로 36 프리즘 (약 20º), 40 프리즘(약 22º), 57 프리즘(약 30º)을 이용한

다. 시야가 프리즘의 양만큼 확장되는 장점이 있지만, 앞에서 서술했던 바와 같이 중심부 시야는 

넓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프리즘의 방향을 사선방향으로 기울여서 제

작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oblique prism). 이러한 방식은 중심부위의 시야를 넓히는 장점이 있으

나, 기울인 만큼 확장된 시야의 범위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기울임의 정도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Peripheral prism 안경, Peli E, Bowers AR, Keeney K, Jung J-H. Optom. Vis. Sci.. 2016;93:521–33.) 

 

반맹을 가진 환자를 임상에서 진단하는 것은 대뇌병변을 진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원인질환을 치료한 후에도 반맹이 남아 있는 환자에서 시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

다. 프리즘 안경은 이러한 환자들에서 제한적으로 나마 보이는 시야를 변경하거나 확장시킴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잠재적인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다. 

아직 반맹환자의 재활에 대한 국내 안과의사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이러한 방법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적절하지 않은 프리

즘 안경 처방은 환자가 거부감을 가지게 되거나 오히려 불편감을 늘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

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저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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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S Sport (Vision Enhancing Systems), 미국 Ocutech 제품 

   중거리를 볼 수 있는 기구로서 Bioptic Telescopes 인 VES Sport 는 안경테에 

장착해서 사용하므로 편리하게 4 배, 5 배, 6 배의 배율로서 18 Cm 이상의 거리 것을 볼 수 

있다.  음악하는 사람은 악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자동차운전에도 사용하고 있다. 

(51 개 주중에서 6 개주를 제외하곤 대부분 주에서는 허용되고 있다. 단안 Telescope 로서 좌안 

우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적용범위:  20/300 or better 

 Macular Degeneration, Diabetic Retinopathy, Albinism, Stargardt‘s Disease, Optic Atrophy, Myopic 

degeneration, Nystagmus, Macular Holes, PXE, Achromatopsia, Rod/Cone Dystrophy and many 

other eye conditions. 

 

2.  Leddles: Light 장착 저시력 확대경 (안경형), 이태리 Fonda 제품 

안경형으로 만들어진 배율은 1.5 배, 2 배, 2.5 배 의 렌즈이나 안경테 중앙에 Light (4000 K)가 

장착되어 있어서 독서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충전하면 3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3.  Compact 6 HD 휴대용독서확대기 

   3.5 인치, 4.3 인치, 5 인치 가 주류를 이루던 휴대용독서확대기 시장에 LCD 6 인치짜리가 

출시되었다.  Touch Screen 과 Button 양쪽으로 배율조정이 가능하며 270g 으로 가벼우며 두께도 

1.4Cm 로 경량화 되었다.   사용시간은 3 시간이며 2 개의 Camera 로서 근거리 원거리를 사용할 

수 있다. VFO 제품이며, VFO 는 미국 Freedom Scientific 과 네덜란드 Optelec 이 합병된 

회사이다. 

최신 저시력보조기구 

 

서일영 

헨디인터네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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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plore 8 HD  휴대용독서확대기, 카나다 Humanware 제품 

   휴대용 8 인치 제품으로 근거리 원거리 가 2 개의 Camera 로 조정되며 Touch Screen 및 Button 

식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 4.5 시간이다.  

 

 

5.  Prodigi Connect 12  다목적휴대용확대기, 카나다 Humanware 제품 

   12 인치 Tablet 으로 

        1) 스탠드 확대기, 

        2) Camera 를 통한 원거리 칠판읽기, 

        3) Android 의 Naver, Google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휴대 가능한 확대기 

 

 

6.  Schweizer 무선충전 확대경 

   무선충전(Induction) 확대경, 3 light temperatures: 2,700K, 4,500K, 6,500K 가 있다. 

      2,700K :  Soft white, compact fluorescent 

      4,500K :  Natural white 

      6,500K :  Daylight commercial white 

 

7.  NoIR Medical Sunglass 

   Macular Degeneration :  Filter 11  (40%) Amber 

                            Filter 533 (35%) Amber/Orange 

   Glaucoma             :  Filter 12  (40%) Grey-Green 

                            Filter 81  (20%) Plum 

                            Filter 01  (10%) Medium Amber 

                            Filter 22  (13%) Dark Grey 

   Retinitis Pigmentosa  :  Filter 01   (10%) Medium Amber 

   Diabetic Retinopathy  :  Filter 22   (13%) Dark Grey 

                           Filter 81   (20%) Plum 

                           Filter 01   (10%) Medium Amber 

   Dermatology          :  Filter 22   (13%) Dark Grey 

                            Filter 81   (20%) Plum 



   Post-Operative Cataract: Filter 22  (13%) Dark Grey 

   RK and Lasik:           Filter 01  (10%) Medium Amber 

   Pre-Cataract          :  Filter 11  (40%) Amber 

                            Filter 50  (54%) Yellow 

 

8.  eSight 

 헤드밴드로 착용하고 Camera 로 실시간 영상을 포착하여 2 개의 OLED 스크린에 발사시켜줌으로 

Image 를 지체 없이 볼 수 있는 기구 

 근거리, 중거리(TV 보기), 원거리를 볼 수 있어서  업무, 여행, 출퇴근, 취미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9.  Clover 10 

   10 인치 휴대용 독서확대기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배 율 :  2.2x - 16x 

  사용시간 :  3 시간 

  

 

10.  Traveller 13 HD 

 13.3 인치 휴대용 독서확대기 

 휴대용으로 최대 큰 LCD 화면 제공 

 배 율:  2.4x - 30x 

 사용시간 :  3 시간 

 

 

                        

2017 한국저시력연구회 심포지엄





The New Low Vision Aids 

Nam Joo Moon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Low Vision Clinic 

©  2018 CAU Dept. of Ophthalmology ©  2018 CAU Dept. of Ophthalmology Low Vision Rehabilitation  

New technology for low vision 

 Intraocular telescope 

 Bionic eye (Argus 2 retinal prosthesis system) 

 VR associated LVAs (eSight, Relu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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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ocular telescope 

 Miniature implantable Galiliean telescope 

 Implanted in posterior chamber 

 Held in position by haptics loops 

 Contain number of micro-lenses which magnify 

objects in the central visual field 

 Improves central vision in AR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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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ocular telescope 

 Acts as a telephoto system to enlarge images 2-
3 times 

 Not be focused directly on the damaged macula, 
but over other healthy areas of the central and 
peripheral retina 

Diseased eye : Image focused on 

damaged macula 

Implanted eye : Image focused 

on damaged ma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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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ocular tele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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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ocular telescope 

 Limitations 

Surgically more challenging 

Difficulty due to the size and 

weight of the implant 

Endothelial compromise 

Blocked peripheral retinal 

visibility 

Difficulty in future retinal laser 

treatments 

Loss of peripheral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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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nic eye 

 Bio-electronic eye 

 Electronic device which replaces functionality of 

a part or whole of the eye 

 Used for replacing functionality 

 Adding functionality to the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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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s II (Second Sight, USA) 

 Artificial retinal prosthesis 

 The first approved device in clinical trials 

 Transmits images from a small, eye-glass-

mounted camera wirelessly to a microelectrode 

array implanted on a patient’s damaged re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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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s II (Second Sight, USA) 

 Visual field of about 3.5 inches by 6.5 inches 

 Uses 60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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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s II (Second Sight, USA) 

 Limitations 

The cost of device is too high ($150,000) 

Those who lost their visions due to other reasons 

could not use 

Surgery is required to implant the electrode array 

Repairing is difficult if any of the devices got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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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ght (eSight, USA) 

 Wearable electronic glasses that allow the 

legally blind to actually see 

 Autofocus on short, medium and long range 

objects 

 14 times zoom, image contrast enhancement, 

reverse color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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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ght (eSight, USA) 

 Limitations 

Available in single size 

Expensive cost ($10,000) 

Battery backup 

eSight cannot fully restore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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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umino (Samsung, Korea) 

 Gear VR app to aid the visually impaired 

 Relumino means “to return back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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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umino (Samsung, Korea) 

(A) edge enhancement (B) text enhancement (C) image remapping (D) color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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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umino (Samsung, Korea) 

•  have worse functional status relating to reading, 
mobility,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interest and lower 
quality of life. In the absence of any medical measures 
to improve vision, devices for LV can improve quality 
of life. 

•  include optical devices such as spectacles, magnifiers, 
and telescopes, as well as digital devices, which 
include closed-circuit televisions and portable digital 
magnifiers. 

However, these devices can be expensive, lack 
portability, and have limited availability. 

 

•  To assess the effect of virtual reality (VR) low vision 
aid in patients with LV 

Patients 

with low 

vision (LV) 

In this 

study,  

Common 

low vision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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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 METHODS 

 Study Flowchart 

 

 

 

 

 

 

 

Study Enrollment 

1st in-office training  

(90-minute) 

2nd in-office training 

(30~60-minute) 

End of study 

(1 weeks)  

(1 weeks)  

Inclusion criteria 

 BCVA : 6/18 or worse in their better eye 

 LV due to any cause 

Exclusion criteria 

 documented cognitive impairment 

 inability to read or write 

 physical disability that prevented 

operating the device 

 

 
Objective evaluations  

 Binocular best-corrected distance, 

intermediate, near visual acuity (BCDVA, 

BCIVA, BCNVA) 

 Contrast sensitivity  

 Reading performance (speed, accuracy)  

Subjective evaluations 

 Self-rated functional score (SFS)  

 Satisfaction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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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1) 

Characteristic No. (%) 

Number of patients 39 

Age, years 54.64 ± 22.70 

Female 23 (58.97) 

Duration of LV, years 12.79 ± 9.57 

Causes of LV 

    Cornea 

    Retina 

    Optic nerve 

    Glaucoma 

 

2   (5.13) 

23 (58.97) 

11 (28.21) 

3   (7.69) 

Severity of LV 

    Mild (BCVA ≥ 20/200) 

    Moderate (20/200 > BCVA ≥ 20/400) 

    Severe (BCVA < 20/400) 

 

14 (35.90) 

8   (20.51) 

17 (43.59) 

LV device users 22 (56.41) 

 Demographics & Visu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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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2) 

* Statistical analysis using a paired t-test 

Characteristic Baseline Post-training P value* 

Binocular best-corrected 

VA (logMAR) 

    Distance 

    Intermediate 

    Near 

 

 

1.14 ± 0.52 

0.66 ± 0.25 

0.79 ± 0.34 

 

 

0.07 ± 0.09  

0.05 ± 0.09  

0.06 ± 0.10 

 

 

<0.001 

<0.001 

<0.001 

 

(Log) contrast sensitivity 0.92 ± 0.33 1.10 ± 0.33 <0.001 

Reading performance 

    speed (wpm) 

    accuracy (%) 

 

1.94 ± 0.33 

92.32 ± 15.37 

 

1.77 ± 0.32 

97.58 ± 5.64 

 

0.162 

0.027 

 Comparison of Visual Function Before & After Training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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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3) 

* Statistical analysis using a paired t-test 
† Statistical analysis using a Kruskal-Wallis test 

‡ Statistical analysis using independent t-test 

 Comparison of SFS Before & After Training Course 

Severity of LV 

Mild 13.00±5.71 19.50±5.77 

0.604† Moderate 11.38±4.34 20.63±5.15 

Severe 10.94±3.51 19.06±5.37 

Experience of LV aid 

User 11.91±3.15 20.00±4.67 

0.742‡ 

Non-user 11.59±6.01 18.94±6.25 

Baseline Post-training P value 

Total score 11.77±4.55 19.54±5.36 <0.001* 

0

1

2

3

4

5

6

1 2 3 4 5 6

Pre-training

Post-training

* 

* 
* 

* 

Item No. 

s
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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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alone Writing a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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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VR low vision aid (Relumino® ) 
 Assist patients with LV to perform their daily living activities 

significantly better, and pati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function. 

 Improvement of visual functions – BCDVA, BCIVA, BCNVA, contrast 

sensitivity, reading accuracy → difficulties in writing & walking  

 Highly portable & less expensive  

 No predictive factors of better outcomes → potentially useful for a wide 

range of patients with LV 

 Stigmatizing effect → spectacle version of Relumino with wearable 

technology  
 

 Limitations 
 Non-validated SFS and a questionnaire 

 Not sufficient period of experience (only given two weeks) 

 Not performing a comparison with other LV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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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or using Relumino 

 Macular scotoma  

blind, blurred or distorted spot in central field due to 

damage in the cone receptor cells responsible for 

detecting detail 

 Fovea no longer serves as the point of fixation 

or retinal locus 

 

 Use a pseudo fovea or preferred retinal locus 

(PRL) for off center viewing to identify objects 

: Eccentric vi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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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or using Relu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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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or using Relumino 

Cannot revise the 

central scotoma 

Abnormal head 

positioning 

Psychosocial 

dis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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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75 

 Diagnosed with wet 

AMD 15 years ago  

 BCVA 

 R ) 20/250 

 L ) LP(-) 

 Fundus 

B) geographic 

atrophy 

 Use eccentric viewing 

with PRL for right 

inferonasal area 

 Abnormal head 

positioning to left 

CASE for using Relu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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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or using Relumino 

Image remapping 

 used to remap a distorted 

image or image falling on 

the scotoma to another 

location on the screen 

② Image 

remappin

g 

③ Real time 

rendering 

 ABC 
① Imag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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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or using Relumino 

LVAs in use VR applied LVAs 

BCVA 

(logMAR) 

Near 1.1 0.2 

Intermediate 1.0 0.2 

Far 1.0 0.2 

Reading 

performance 

Reading speeds 

(word/min) 
0.32 0.52 

Accuracy (%) 70.45 81.40 

Contrast sensitivity (log CS) 0.76 0.48 

Visual Q.O.L 8/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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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성 시신경 위축으로 진료 중인 7 세 남아 

   주호소: 학교 입학 예정, 글읽기를 어려워한다.  

 

   ▣ 소아저시력 환자의 관리 

1) 정확한 굴절교정의 중요성 

: 굴절검사를 정확히 해서 최대교정시력이 나오도록 안경을 처방하는 것이 기본이다.  

본 증례의 환아의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2) 적절한 보조기구의 처방 

: 본 증례처럼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1-2 년 전부터 저시력 보조기구의 활용법을 

연습하도록 하며 적합한 교육기관에서 학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령대에 맞게 환아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 처방이 중요하다. 

이 증례의 경우에는 학동기 연령에 해당하며 다양한 형태의 확대경과 망원경을 고려할 수 

있다. 

 

Predicted add 구하기 

- 목표 시력이 0.4 (1M)라고 했을 때 Kestenbaum 의 법칙에 근거하여 predicted add 는  

우안 100/5 = +20D 였다. 

(cf. Kestenbaum의 법칙 

: 근거리시력표로 20/50을 볼 수 있는 확대율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다.  

원거리최대교정시력의 역수가 근거리시력 20/50을 보기 위해 필요한 굴절력(D)이다.) 

 

 우안 좌안 

내원시력 0.05 0.01 

굴절력 정시안 정시안 

최대교정시력 0.05 0.04 

전안부 정상 정상 

안저 시신경창백 시신경창백 

증례 : 시신경위축 

 

이행진 

서울대학교병원 



근거리작업  

- 안경형근거리용 기구 중 전시야현미경을 시도해보았다. 우안에 +20D 부터 적용하여 근거리 

시력을 측정하였고 +24D (6배) 더블릿렌즈안경을 착용하였을 때 편하게 작은 글씨를 읽었다. 

6배 손잡이확대경을 함께 처방하고 독서대를 올바른 자세로 사용하도록 교육하였다. 

 

원거리작업  

- 칠판을 볼 때 편하도록 손에 쥐는 망원경을 고려하였다. 목표시력이 0.4 이었고 따라서 

우안을 사용할 때 목표배율은 8배로 8 배 케플러망원경을 처방하였다.  

 

학습을 돕기 위한 보조기구 

- 학습을 돕기 위해 확대독서기(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와 문자음성 전환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2. 시신경척수염으로 수 차례의 시신경염을 앓고 양안 시신경위축이 있는 43 세 여자 

시력 우안 0.01, 좌안 광각 없음 

주호소: 째려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 중심외주시를 하는 환자의 관리 

1) 중심외주시의 문제점 

: 시신경병증과 같이 중심암점 혹은 맹점중심암점이 환자들은 중심시야가 손상되어 

중심주시가 어렵게 된다. 이에 중심외주시를 통해 시력개선을 기대하는데 이로 인해 

고개돌림이나 안구 편위가 발생하게 된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목의 통증이나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중심암점 환자에서 편위를 위한 프리즘 처방 

: 프리즘을 이용하여 중심외주시부위로 상을 옮겨줌으로써 안구위치를 정면으로 오게 해줄 

수 있다. 중심외주시방향으로 기저부를 위치시켜야 하며 이 증례의 경우에는 우안의 

중심암점으로 인해 좌측으로 중심외주시를 하고 있어서 좌측으로 째려보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우측에 40PD 기저부외측으로 프레넬프리즘을 처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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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정의(1992) 로는,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 기준 6/18 - 3/60 (0.05 ~ 0.3) 또는 중심 10도 

미만의 시야를 low vision 이라고 하며, 그 이하의 시력을 실명으로 정의한다.   

망막 질환 중, 대표적으로 습성 황반 변성으로 인한 중심 시야장애와 시력저하 환자들이 저시력

의 기준에 들어간다. 습성 황반 변성의 환자들은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시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

료로, bevacizumab (Avastin), ranibizumab (Lucentis), aflibercept (Eylea)와 같은 anti-VEGF antibody

제제의 유리체강내 주사와 광역학레이져치료 (Photodynamic Therapy)를 받고 있지만, 보험 급여

상의 제약과 같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주사를 열심히 맞는다고 해도, 신생혈관이 만성화되면서 망막하 반흔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도상 

위축이 발생하면서 중심시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오랜 치료에 지쳐서, 안내 주사를 게을리 하는 순간 망막하 출혈이 발생하며 수년간의 힘들었던 

치료 과정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한다.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원거리 시력의 경우 0.1 이하의 환자들도 보호자 없이 병원에 내원 

하기도 하고, Finger Count 시력에서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홀로 거동이 가능하

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주로 은행업무나 신문, 책과 같은 근거리 작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본 시간에는 오랜 치료 과정을 거쳐 중심부 시기능의 장애를 가지게 된 습성황반변성 환자들의 

증례와 각각의 환자들에게 처방된 저시력 기구들, 그로 인해 시력 재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의 증

례를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증례 : 황반변성 

 

김진택 

중앙대학교병원 



 

안구진탕은 안과질환에서 저시력환자들에게 동반되는 중요한 증상이다. 안구진탕이 생기면 눈이 

불수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떨리게 되며 다양한 망막질환, 시신경질환, 신경학적인 퇴행성 질환과 

동반되어 눈떨림이 생기게 된다. 안구진탕은 발생시기에 따라 선천성(영아기때 발생)하는지 아니

면 후천성으로 나뉘며 발생시기에 따라 원인 질환도 매우 다르다. 후천성으로 생기는 안구진탕은 

눈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brain stem 쪽의 종양, 출혈, 허혈, 염증, chiari malformation 등의 질환에

서 발생하며 지속적인 눈떨림으로 인한 진동시 (oscillopsia)가 동반된다. 원인질환이 다양하며 그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 및 눈떨림의 양상에 따라 약물치료 (baclofen 등)에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다. 후천성 눈떨림에서는 동반된 시신경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시력저하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

다. 

영아안진은 대개는 생후 6개월이내에 발생하는 불수의적인 눈의 떨림으로 부모가 처음 발경하여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오게 된다. 눈떨림의 양상에 따라 원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감

별진단해야 될 질환들이 많아 임상적으로 오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눈맞춤이 되는지, 빛에 대

한 동공반응이 있는지 등을 체크하여 의심이 될 경우 망막전위도 검사와 망막촬영을 하게 되며 

망막질환 (Leber congenital amaurosis, achromatopsia, severe early-onset retinitis pigmentosa)등이 

원인이 되어 안진이 생기는 경우 대개는 중등도 이상의 원시가 동반이 되므로, 눈떨림환자에서 

중등도 혹은 고도원시가 동반이 되면 항상 망막질환에 의한 눈떨림을 생각해야 된다. 특징적은 

망막질환과 동반되어 생기는 눈떨림은 high-frequency low amplitude의 안진의 형태를 가지는 경

우가 있으나 눈떨림의 양상만으로 원인을 감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원인질환을 감별하

기 위해 첫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은 황반저형성 (foveal hypoplasia)의 동반 유무이다. 생후 6개월 

~ 1년 사이의 아이의 망막을 관찰할 때 눈이 지속적으로 떨리게 되어 sedation하지 않고 관찰하

는 경우 황반형성이 잘되어 있는지 아니면 황반저형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힘들 수 있다. Hand-

held OCT로 황반저형성을 쉽게 감별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협조

가 안 되는 환자에게 적용하기가 힘들다. 황반저형성이 동반되는 눈떨림에는 백색증 혹은 눈백색

증, PAX6-related phenotype, SLC38A8돌연변이 등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각각에 따라 유전양상이 

다름을 알아야 한다. 눈백색증은 GPR143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며 X-linked recessive 형

태로 유전한다. 이 눈백색증의 여성보인자는 절대 눈떨림이 생기지 않는 것이 idiopathic infantile 

nystagmus (FRMD7) 과의 차이점이다 (FRMD7 유전이상의 경우 여성보인자의 약 50%에서 이환). 

증례 : 안구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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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백색증 및 백색증에 의한 눈떨림의 진단에multichannel VEP를 시행하여 crossing하는 시신경이 

많은 것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PAX6는 상염색체 우성유전, SLC38A8은 상염색체 열성유

전을 한다. PAX6-related phenotype때는 주로 aniridia가 동반이 되나 aniridia없이 단독으로 황반

저형성과 동반된 눈떨림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며 틀린 진단이 내려

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그에 맞게 유전상담을 하여 환자의 미래 가족계

획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황반저형성은 extreme prematurity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

어 환자가 이른둥이로 태어나지 않았는지 과거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외 영아기 때 감별해야 될 중요한 질환으로 ciliopathies가 있다. 우리의 시세포(photoreceptor 

cells)에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cilium구조가 있는데 시세포의 내절과 외절사이에서 일어나는 여

러 가지 대사물질의 전달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를 구성하는 단백질에 돌연

변이가 발생할 때 눈 뿐만 아니라 소뇌, 신장, 귀 등의 cilium이 있는 다른 장기들도 같이 이환이 

되게 된다. 따라서, 영아눈떨림 환자에서 환자가 ciliopathies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며 만약에 이러한 질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환자들은 brain MRI를 시행하여 동반된 

midbrain의 특징적인 이상이 발견되는 Joubert syndrome이 아닌지, 비만과 동반이 되는 Bardet-

Biedle syndrome이 아닌지, 신부전이 오는 Senior-Loken syndrome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각

각의 진단에 해당되는 경우 어릴 때부터 주기적인 소아내분비, 신경기능 및 신장기능을 

monitoring해야 되고 소아과, 소아내분비, 이비인후과 등과 협력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을 알아야겠다. 

 

Figure. Classification of nystagmus based on associated diseases -From Taylor & Hoyt’s Pediatric 

Ophthalmology and Strabismus 5th edition 



 

 

녹내장은 저시력 분야에 있어서 다루기 힘든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녹내장 환자들은 서

서히 악화되어 상당한 정도의 주변부시야협착이 동반되는 말기가 될 때까지 대부분 시각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며 따라서 저시력 관리를 제때 받지 못한다. 녹내장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좁

아진 주변시야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느낌과 대비감도의 저하, 또한 빛번짐 증상도 같

이 있을 수 있다.  녹내장 환자들에게는 마이너스렌즈나 역상망원경을 이용하여 상을 축소시켜 

시야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겠다. 확대기구의 경우 시야가 좁은 환자에게 너무 높은 확대배율을 적

용하게 되면 가용 시야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확대배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

고 대비감도, 빛번짐에 대해 적당한 조명, 대비강화경, 황색 계열의 투명 필터 등을 사용하는 것

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발표에서는 이러한 녹내장 환자의 증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증례 : 녹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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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cular prosthesis 

- Psychological and social prospect of loss of, or disfigured eye   

- Cosmetic rehabilitation  

2. Indications  

- Congenital deformities; anophthalmia, microphthalmia 

 Short AXL (<16mm) eyes are unlikely to promote normal orbital growth  

 Rapid growth of socket, eyelid, bony orbit for the first 1-2 years after birth 

Necessary to increase the socket volume early 

More frequent replacement, months or years, customized 

6wks after birth, monthly revision,  

at least yearly revision over the first 5 years of life 

First 1-2 years for bony structure; 70% at 2 year-old, 90% at 5.5 year-old 

Hydrophilic expander 

- Acquired deformities; phthisis bulbi, atrophic bulbi, staphyloma, post-evisceration/ 

enucleation/exenteration, post-chemical injuries, contracted socket following radiation  

3. Types of prosthesis 

- Ocular 

 Prosthetic contact lens: fitted over the scarred corneas  

 Scleral shell: fitted over a residual globe  

 Full thickness prosthesis: fitted in an orbit with no residual globe   

- Orbital  

4. Materials used in prosthetic devices 

의안착용의 실제 

 

김창염 

김안과병원 



- Glass; difficulty in moulding, fragile nature 

- Poly methyl methacrylate (PMMA); easy moulding, intrinsically inert, material of choice  

- Silicon; material of choice in orbital prosthesis with the periocular skin 

5. Advances in ocular prosthesis 

- Weight reduction, Self lubricating ocular prosthesis (SLP), Motility 

6. Eye removal surgery  

- Evisceration, Enucleation, 2ndary implantation 

- Orbital implant  

 Hydroxyapatite  

 Medpor, porous polyethylene  

 Porous silicone: fibrovascular ingrowth 34~42% at postop 4wks, 63~71% at 8wks 

7. Inserting and Removing  

- Using fingers or a suction cup 

- Insertion, slide top edge under upper lid  

- Removal, pull down lower lid  

8. Wearing of ocular prosthesis 

- 24 hours a day 

- Generally not removed at night; Lid fold, conjunctivitis, lacrimal fluid accumulation at the 

bottom of the cavity favoring infection  

- Withdrawal -> kept in distilled water or sterile saline  

- Infection -> conformer in place to prevent retraction of the cavity 

9. Cleaning of ocular prosthesis 

- Controversy; Daily cleaning vs. Infrequent cleaning  

- Risk of postoperative endophthalmitis in the contralateral eye 

“Prosthesis wearers who need surgery on the healthy eye must resort to a daily 

cleaning to prevent surgical infections” 

“antiseptic eye-drops on the prosthetic eye before surgery have been recommended” 

- Clean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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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d soap, baby shampoo, hard contact lens cleaner   

 Should be avoided 

Ordinary tap water (potential source of contamination) 

Alcohol, abrasive cleaners (permanent unrepairable surface damage) 

Nonspecific soap e.g. household (oil, coloring or perfumes irritate the conjunctiva) 

Preservatives (allergic reactions) 

Toothpaste, autoclave 

10. Post-adaption care of ocular prosthesis 

- Polishing; professional polishing once a year, more frequently in eyelid irritation, GPC 

- Lubrication; deficiency in tear production in anophthalmic sockets  

- Cleaning eyelids and eyelashes; ocular prosthesis increase hyperkeratinization of the 

Meibomian gland orifice, obstructive dysfunction  

11. Prerequisites for good prosthetic fitting 

- Deep fornices in all quadrants 

- Normal tear secretion 

- Effective volume replacement with orbital implants 

- Adequate orbital fat 

- Well-centered and covered orbital implant 

- Absence of socket inflammation  

12. Regular follow-up care   

- Evaluation of the ocular prosthesis; surface of the prosthesis, conjunctiva or cavity, 

damaged areas, deposits, irregularities, color dimming 

13. Consulting  

- Ocularist; adult yearly, children every 6 months for a check  

- Ophthalmologist; at least once a year, 2-monthsly check-up (recently op)  

14. Longevity of the ocular prosthesis 

- No longer fits well; cavity and surrounding tissue change, chronic conjunctivitis  

2~ 6 years of life-time 



- In children 

1~ 24 months, usually every 6 months, rotation of the prosthesis when blink 

3~ 7 year-old, usually every one year, lid drooping interfering the pupil  

15. Problems in anophthalmic socket 

- Enophthalmos 

- UL sulcus deformity/ Ptosis 

- Backward tilt of the ocular prosthesis  

- Socket contracture 

- Lid laxity; mostly d/t weight of the prosthesis and the aging process 

Patient instruction; not to pull the lids too much at the time of removal, excessive 

eyelid manipulation may disinsert the aponeurosis  

- Cosmetic outcome 

Avoiding extreme eye-movement 

Glasses with thick frames, tinted glasses  

- Prescribe protective glasses, especially in children 

16. Surgical correction  

- Volume augmentation; Medpor wedge, 2ndary implantation, dermis-fat graft 

- Ptosis surgery; Levator aponeurosis advance 

- LL tightening  

- Sac reconstruction; hard palate, buccal mucosa, acellular dermal matrix  

17. 장애등록 및 보장구신청 

- 보장구 – 의안지원 

- 시각장애진단, 보장구처방전/ 검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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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김응수1,2 

1;건양의대, 2;김안과병원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배경 

WHY? 

임상저시력 발췌 

취지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
한 이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함. 

– 만성질환(장애인/전체인구) : 고혈압 42.9% vs 28.9%, 당뇨 19.1% 
vs 11.1% 

2차질환(장애인/전체인구) : 욕창 0.84% vs 0.21%, 신경인성방광: 

5.1% vs 2.67%  

 

취지 

•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의료비 부담이 높고, 의료이용 격차가 

발생함. 

– 장애인 비장애인 대비 의료비 부담 3.5배 

• 1인당 연간 439만원>전체국민평균 125만원 

– 건강검진 수검률 낮음(장애인 67.3%< 비장애인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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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밖 활동시 불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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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매우불편 

약간불편 

거의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건강권법) 

• 2015년 12월 29일 제정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용익  민주당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란 

WHAT? 

일반건강관리의사 

일반건강관리 

(포괄 평가 및 계획 + 

교육상담 + 의뢰 연계) 

주장애관리의사 

주장애관리 

(전문케어플랜+전문
교육상담+의뢰 연계) 

장애인건강관리의사 

전문의 
 

 

 

 

 

장애인건강 

주치의진료 영역 

외의 진료협진 

장애인 

신청/선택 

의뢰 

연계 

협진 

의뢰 

연계 

협진 

개요 

서비스내용 

①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서비스 

②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③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서비스 

④ 질환 및 건강상태에 따른 전문적 의료서비스의 연계 조정 

⑤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안내 

 

세부내용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 환자관리 

 

• 전화상담 

• 방문진료 

 

• 의뢰, 회송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환자평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가 자격 

• 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참여 모두 가능하며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주치의 신규자 교육과정 이수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 일반건강관리 :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 

• 주장애관리 :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 관련 전문 과목 의사가 제공 

 

교육과정 

일차보건 

의료학회 안과학회 

신
규
교
육
과
정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1교시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전 평가 

평생건강관리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의 이해 

의료기관 연계 및 의뢰 

- 장애원인 질환 악화시 적절한 이송- 

2교시 
장애와 감수성에  

대한 이해 

비만과 약물 

-장애인의 삶의 질 영역- 

의료기관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이해 

–장애인친화시설설계- 

3교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이해 
영양 관리 

-장애인의 삶의 질 영역- 
시각장애인 보장구 처방 

4교시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의 신체활동(생활체육)과 운동 

-장애인의 삶의 질 영역- 

장애인 성교육에  

대한 이해 

13:00~13:50 점심식사 수료식 및 교육 후 평가 

5교시 시각장애인의 이해 장애인의 스트레스관리, 우울증 선별 

  
6교시 시각장애등록을 위한 검사의 이해 

건강생활습관 상담과 중재 

-건강생활 실천 영역- 

7교시 만성질환관리 

-원인별 관리 

-합병증 관리  

진행성 시각장애인 관리 1~2 

8교시 

구   분 교 육  내 용 

1교시 
(09:00~09:50)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2교시 
(10:00~10:50) 시각장애인의 이해 

3교시 
(11:00~11:50) 장애인건강생활실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4교시 
(12:00~12:50) 

13:00~13:50 점심식사 

5교시 
(14:00~14:50) 시각장애등록을 위한 검사의 이해 

6교시 
(15:00~15:50) 진행성 시각장애인 관리 

7교시 
(16:00~16:50) 시각장애인 보장구 처방 

8교시 
(17:00~17:50) 장애인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관리 

보
수
교
육
과
정 

대상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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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장애인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급-3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 

– 또는 

• 시야가 5도 이내로 좁아진 환자 

시행시기 

WHEN? 

일정 
• 2018년 시범사업 실시 

• 2019년 이후 본 사업 실시 예정 

 

감사합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  
저시력 재활프로그램 소개 

Ⅰ. 한국실명예방재단 소개 

Ⅱ. 저시력 상담센터 소개 

Ⅲ. 시기능 훈련 교실 프로그램 

 Ⅳ. 저시력 보조기구 대여 프로그램 

Ⅴ.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Mission  
_ 다 함께 밝게 보는 세상 만들기 
 
 Vision  
  

설립 목적 
 

_ 국민의 시력 보호, 실명예방 및 치료로 건강증진에 기여  
  

_ 다양한 눈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실명을  

   예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한국실명예방재단  

1. 개안수술비 지원  

  _ 실명의 위기에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백내장, 녹
내장, 망막증 등의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여 자활의 기회 제공 

 

2. 무료 눈 이동검진 

   _ 노인 및 취학 전 어린이, 외국인 노동자 
 

3. 취학 전 어린이 눈 건강증진  

   _ 각 가정에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력검사 도구    
       를 배포하여 매년 60만 명 의 어린이 시력검사 실시 
       안 질환 어린이 추후 관리 (정밀검사, 수술비 지원 등) 
 

  

주요추진사업   

4. 저시력 재활 

  _  저시력인들이 시력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재활훈련 실시 

   _  시기능 향상 훈련,  저시력 캠프,  심리상담,  저시력세미나  
      개최, 저시력 보조기구 대여  

 

5. 보건교육 및 눈 건강증진 캠페인  

  _  유치원, 어린이 집, 초등학교 학생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눈의 소중함과 관리 방법,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습관 교
육 실시, 보건교육 자료 발간, 배포 

  

6. 국제 교류 및 저개발국 지원 

   _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실명예방협회(IAPB), 보건복지부, 대
한안과학회와 협력하여  VISION 2020   "The Right to Sight"운동 
참여 

    _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 안 보건사업 지원 

 

Ⅰ.  
 
재단소개 

구본술 저시력 상담센터 

 

 

 

 

 

 

 

 

 

1993년 저시력대책과 재활 세미나 개최 
2005년 저시력상담센터 개소  
2007년 시기능훈련교실 개소 
2010년 구본술저시력상담센터 개칭 

 
안과전문의와 간호사, 안경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저시력인들이 각종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을 극복하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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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기능 훈련교실 

프로그램 

▷ 목표 

 

   _ 저시력 어린이의 시기능 효율성 개발을  

      통해 잔존 시각 및 시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 

    
   _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보완함으로써 
      스스로를 독립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저시력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대상 : 초등학생 이하 저시력 어린이 

 

*  기간 : 20주(개인별 차이 有) 

 

*  내용 
 

     1. 기초안과검사 

 
     2. 시기능평가 

 
     3. 시기능훈련 

 
     4. 재평가 

Ⅲ.  

시기능 훈련교실  

프로그램 

 
 
저시력 상담센터 
시기능 훈련교실 

1. 기초 안과검사  
 

*  기간 : 1주 

*  내용 

   - 시력(원거리/근거리 시력, 나안/교정시력) 

   - 굴절검사(ARK) 

   - 시야(Tangent screen)  

   - 색각검사(Farnsworth Test Panel D-15) 

   - 대비감도 검사  

   - 세극등 현미경 검사 

   - 검안경 검사 

 
 
저시력 상담센터 
시기능 훈련교실 

1. 기초 안과검사  
 

_저시력인용 원거리 시력검사 챠트  

_저시력인용 근거리 시력검사 챠트  _굴절검사(ARK) 

 
 
저시력 상담센터 
시기능 훈련교실 

_색각검사 _대비감도 검사 

1. 기초 안과검사  
 

_세극등 현미경 검사 및 검안경 검사  

 
저시력 상담센터 
시기능 훈련교실 

2. 시기능 평가 
 

* 기간 : 2주차 

*  내용 

   - 학부모와의 면담 및 잔존 시기능 관찰  

   - 저시력 관찰 체크리스트  

   - 시기능 평가 ITEM (Barraga)   

   - 시각운동속도 검사 

   - 눈-손 협응검사 

   - 읽기평가(연령별 읽기평가자료 사용)  



Ⅳ. 
 
저시력 상담센
터 시기능 훈련
교실 

_ 시각운동속도검사 _눈-손 협응검사 

2. 시기능 평가 
 

 
 
저시력 상담센터 
시기능 훈련교실 

3. 시기능 훈련 
 

* 기간 : 15주(개인별 차이 有) 

*  내용 

   - 시기능 효율성 개발 

   - 저시력 기구 적응훈련 

   - 비광학기구 사용연습 

   - 시각 기술 훈련 

저시력기구적응훈련 

    * 저시력 기구의 사용법과 저시력 기구를 이용한  

       학습환경 적응훈련 

       _ 확대경, 망원경, CCTV 등  

 * 시기능 평가 시 수행하 

    지 못했던 Item을 파악, 

    그에 연결된 Lesson을   

    추가 학습 

Sec. Item Lesson 

A 1 7 

B 2 13 

C 6 25 

D 12 48 

E 4 14 

F 4 13 

G 4 20 

H 4 10 

8 40 150 

 
 
저시력 상담센터 
시기능 훈련교실 

시기능 효율성 개발 프로그램(Barraga System) 

비광학기구 사용 연습 

 
 
저시력 상담센터 
시기능 훈련교실 

* 스스로 비광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조명, 대비강화 (독서대, 스탠드, 대조강화경)  
 
 
저시력 상담센터 
시기능 훈련교실 

시각 기술(Visual skill)훈련 

* 초점맞추기 

* 위치찾기 

*  따라읽기 

* 고시하기 

* 중심외주시 
_Talking pen 

_Visual flexibility trainer  _Manual rotator 

2017 한국저시력연구회 심포지엄



 
 
저시력 상담센터 
시기능 훈련교실 

* 기간 : 1주~2주(훈련종료 시)  

* 내용  

   - 평가 아이템 성취도 비교 

   - 일상생활 적응력 향상 평가 

4. 재평가 

 

시기능 훈련  

교실 프로그램 

* 훈련사진  

_ Barraga Item 테스트 _독서확대기 적용 

_망원경 적용  _Talking pen 훈련 

Ⅳ.  

저시력 보조기구 

대여 프로그램 

단기대여 장기대여 보급 

대상  저시력 보조기구가 필요한 저시력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의 

저시력인  

내용  

저시력 보조기구를 
적용,  

2개월 간 대여  
 

확대경, 망원경 등 
141개 제품  

 
저시력 보조기구를  

1년간 대여  
 

독서확대기 3종 20대 
제품  

 

확대경, 망원경 
등 8종 제품  

123개  

보증금 2만원 18만원 무상 

□ 대 상 : 시각장애인중 독서확대기가 필요한 저시력인 

□ 신청절차 : 
대여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발표 -> 보증금 납부 -> 기구수

령 

□ 대여기기 : 

탁상용 확대독서기(센스뷰비전,클리어뷰C) 

휴대용 확대독서기(트레블러,루비7HD) 

다목적 확대독서기(프로디지컨넥트,E-bot pro) 

□ 대여기간 : 연초(1월)~ 연말(12월) / 약 1년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직접방문 

□ 구비서류 : 

① 기구대여신청서 1부 

② 장애인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1부 

⑤ 추천서 1부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or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대상자에 한함) 

⑦ 기구결과 소감문 1부 

Ⅳ.  

저시력 보조기구 

대여 프로그램 

보조기기 장기대여 세부안내 

* 장애등급, 사회활동여부, 활용계획에 따라 심사 후 대여결정  

▷보조기기 

•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적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두려움 극복 

•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한 정서발달의 기회 제공 

• 자연 속 단체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 저시력 어린이 가족들의 삶의 활력과 장애 어린이들의 감성

발달 지원 

• 저시력과 장애에 대한 봉사자들의 인식 개선  

 

▷ 목표 

 

시력이 낮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즐겁고 안전한 놀이 활
동을 제공하여 다양한 감각자극을 발달시키고, 참여 대상
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일상생활 적
응 능력을 발달시킴. 

▷ 의의 



Ⅴ.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계절캠프 

장애 이해 교육 

체험학습 

Ⅴ.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망원경 만들기       물놀이 

미니운동회       장기자랑 

Ⅴ.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계절캠프 지원현황 

기간 장소 
저시력 

어린이 

형제자매친

구 
봉사자 총원 

2007. 7 여름캠프 동지골청소년  15 13 17 55 

2008. 7 여름캠프 하내테마파크 24 16 25 80 

2008.12 겨울캠프 미리내캠프 23 16 30 81 

2009.7 여름캠프 미리내캠프 29 13 35 88 

2010. 7 여름캠프 천안상록유스호스텔 21 15 44 92 

2011. 1 겨울캠프 미리내캠프 26 16 42 106 

2011. 7 여름캠프 양평리조트 20 12 38 93 

2012. 2 겨울캠프 홍원연수원 25 17 32 88 

2012. 7 여름캠프 ㈜동심 자연나라 25 15 45 94 

2013. 8 여름캠프 숲체원 24 14 44 98 

2014. 8 여름캠프 도봉숲속마을 26 17 47 112 

2015.8 여름캠프 너리굴 문화마을 22 18 40 95 

2016.8 여름캠프 너리굴 문화마을 30 14 39 83 

2017.8 여름캠프 너리굴 문화마을 28 12 45 85 

계 243 151 439 1,08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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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고덕유치원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 
고덕사회체육센터 

목적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생활 안정의 길을 열어주며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 

법인산하기관 

1981 198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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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시설 안내 

인보관 본관 신관 

시설규모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본관, 신관, 인보관 등 총 3개동 
대지 5,426㎡ 건물 3,397㎡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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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연혁 

사회복지법인  한국시각
장애자복지회 설립 

시각장애조사/정책 
국제맹인기구 협력 

점자새소식 발행 
흰지팡이·점자판 보급 

1973 1981 

한국시각장애자복지관 
개관 

고덕사회체육센터 
개관 

점자도서관 개관 

• 기초재활훈련 
• 직업훈련  
     (피아노조율,  
      전화교환원 양성) 
• 녹음도서제작 
• 맹인용구개발제작 

1983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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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2004 2007 2014 

인보생활관 개관 
음성전자도서관  

개관 
학습지원센터  

개소 
안테나식 흰지팡이 

개발 

• 여행자 숙소 
• 재활훈련생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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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목표 1 

전문화된 서비스 

핵심목표 2 

감동의 서비스 

핵심목표 3 

즐거운 서비스 

핵심목표 4 

지역사회 환경조성 

핵심목표 5 

실천전문가 양성 

비전 실명재활에 디딤돌이 되는 복지관 

미션 시각장애인에게  빛, 희망, 용기를 나누는 행복한 세상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미션·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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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조직도 

관장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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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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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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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16년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882,811 명 
(연인원) 

2,952 명 
(1일 평균 이용인원) 

복지관 이용 인원 자원봉사자 

93명 / 25 곳  
        (개인)       (기업 및 단체) 

109,152,020 원  
(후원금) 

후원금 

9,336 명 
(연인원) 

503 명 
(실인원) 

* 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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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여가 

10 
재활자립  

24 
평생교육 

16 

기획홍보 

16 
생활지원 

5 

정보문화  

29 

운영지원 

8 

   7 팀 

   108 개 사업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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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구 개발·제작 생활용구 보급 

▮ 생활용구 개발 

   · 안테나형 흰지팡이 

   · 점자판, 바둑판 등 

   60여종 자체 개발 

   ·  저시력키트 지원 

 

▮ 생활용구  보급  298종  

        2016년  60,113건 

▮ 해외용구(미국·일본) 

   수입 보급 

▮ 금 호 석 유  화 학 지 원   

     안 테 나  형   흰 지팡이  보급 

일상생활지원 

▮ 강동구 내 시각장애인  

   가정 

▮ 일반수리·방풍망· 

   방충망·도배 장판 

 

 

프로그램                5 개 

연간    27,266 명 
 

이용인원(전국) 

생활지원 

(2017. 6. 기준) 

각 팀별 주요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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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키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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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i.or.kr/cane 

선글라스대여키트 저시력용대여키트 

▮ 선글라스 색상  

   테스트용 대여키트 

   · 미국 Noir사 제품 

   · 총15가지 색상 

   · 색상/프레임 선택 

 

▮ 저시력인용 루페 

    대여키트 

   · 6배~22배 

   · 수도권 제외 지방 

     시각장애인만 신청 

     



저시력인용 게임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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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세트 체스 

▮ 15년 개발, 꽂기형 

   · 녹색/갈색 2가지 

    

 

 

▮ 미국식 장기 

   · 구멍에 끼워 사용 

   · 흑색에 요철 표시 

 

 

피퍼게임 아라비아단지게임 

▮ 마작모양 숫자패이용 

   · 숫자게임놀이 

   · 숫자 점자표기 

 

 

▮ 총9개의 단지에서 

   · 가로, 세로, 대각선  

     3개 말 일치 게임 

   · 단지별 소리 상이 

     

재활훈련 단기지도 

▮ 1982년부터 시작 

   628명 수료 

▮ 점자·보행· 일상생활· 

   종합훈련 등 

▮ 수시입소 및 수료  

  (기간·과정 선택 가능) 

▮ 찾아가는 보행지도 

▮ 시각장애아동  

   점자지도 

▮ 캠퍼스 보행 

 

 

재가복지 

▮ 강동구 중심 지원 

▮ 초기상담/사례관리 

▮ 이미용·밑반찬· 

   세탁 지원 

▮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프로그램             24 개 

연간         1,416 명 
 

이용인원(전국) 

재활자립 

(2017. 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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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도서관 문화지원 

▮ 대체도서(녹음·점자) 

  제작·대출 

▮ 소리영화, 소리잡지 

▮ 온라인도서관 운영 

▮ 이동 도서관/영화관  

▮ 기관 녹음도서 보급  

▮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학기 행  · 인문학 기행) 

▮ 성우 동화구연 

▮ 문학자조모임 지원 

▮ 점자새소식 발간 

 

정보화지원 

▮ 정보화교육장 운영  

   (55강좌) 

▮ 정보시스템 운영 

▮ 관내  정보화  지원 

 

 

프로그램             29 개 

연간 249,939명 

이용인원(전국) 

정보문화 

(2017. 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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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건강지원 

▮ 헬스· 수영교실 운영 

▮ 주말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체능교실 

   · 골볼교실 

 

 

▮ 건강멘토링 

   (찾아가는 맞춤서비스) 

▮ 건강 걷기 활동 

 

 

 

경기 지원 

▮ 장애인체전 및  

   수영선수권대회 등 

   출전 지원 

▮ 골볼 심판 파견 

 

 

프로그램              10 개 

연간        4,263 명 
 

이용인원(서울) 

스포츠 
여가 

(2017. 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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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대학과정 문화예술지원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 노인대학 : 

   사물놀이·요가·한국무용 

▮ 여성대학 : 비즈공예· 

     손뜨개· 천연화장품 

▮ 문화대학 : 국악·민요 

▮ 바둑교실·댄스교실·  

   건강교실 등 

▮ 해피 패밀리 데이 

 

 

 

동호회  지원 

▮ 댄스스포츠 동호회 

▮ 사물놀이 동호회 

▮ 장애인문화예술제 등  

   문화행사 참가 

 

 

프로그램             12 개 

연간           2,155 명 
 

이용인원(서울) 

평생교육 

(2017. 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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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용자권리 

▮ 이용자 모니터링  

▮ 직원교육 

   · 한시복아카데미 

▮ 관내 인트라넷  운영 

 (이용자 정보 시스템) 

 

자원개발/홍보 

▮ 등대장학사업 

▮ 관보 / 웹진 발행 

▮ 다양한 홍보 채널         

   (카카오톡, SNS 등) 

▮ 후원 개발/배분 

 

프로그램          24 개 

이용인원 

기획홍보 

운영지원 
운영지원 

▮ 총무/회계/인사 

▮ 시설 관리 

▮ 식당 운영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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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연혁 

한국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개설 

2014 2015 

대학교 MOU 체결 
서울중부교육지원청 

MOU 체결 및 
찾아가는 상담교실 

한국실명예방재단 
MOU 체결 

• 시각장애대학생  
학습교재 제작 지원 

• 서울대, 충남대, 
공주대 등 총 6개교 

20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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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지원사업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조직도 

관장 

사무국장 

센터장 

학습지원 

실장 1명 

직원 3명 

대체도서제작 

실장 1명 

직원 3명 

회계 

직원 1명 

▮  점역교정사 1급 4명, 2급 2명, 3급 3명 

▮  사회복지사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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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목표 1 

신속한 고품질  

대체도서 지원 

 

목표 통합 환경내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학습 환경 지원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목표 

핵심목표 2 

개별 특성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맞춤 학습 지원  

핵심목표 3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습 지원 통합 서비스 

기반 마련 

핵심목표 4 

인식 개선을 통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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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16년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124,578 명 
(연인원) 

498 명 
(1일 평균 이용인원) 

학습지원센터 이용 인원 자원봉사자 

2,391 명 
(연인원) 

503 명 
(실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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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사업성과 

48 개 사업 

프로그램 연인원 

110,338 명 

(2017. 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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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도서 제작 

▮ 학습교재긴급제작-2주서비스 

▮ 외국어정기간행물, 메일링 

▮ 점자악보·일본어 도서 제작 

▮ 점자출판물 제작 

▮ 통합교육 시각장애학생 지원 

▮ 시각장애학생 학습 멘토링 

▮ 교육청 연계 찾아가는 상담교실 

▮ 성인 전화 외국어 학습 지원 

▮ 외국어 학습 동아리 

지역사회 연계 

▮ 월 1회 웹메일 소식지 발송 

▮ 지역사회 점역자원봉사자 양성 

▮ 연 1회 운영평가회 개최 

▮ 연 1회 연간사업보고서 발행 

▮ 연계기관과의 협력 사업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 

학습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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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서비스 정기간행물 제작 

▮ 시각장애대학생,  

   수험생, 직장인  

   학습교재 

▮ 서울대, 충남대 등  

   MOU 체결 

▮ 월간외국어방송교재 

 (EBS,KBS영어/일본어) 

▮ 월간교양도서  

 

 

학습도서 제작 

▮ 초중고 점자학습도서    

▮ 개별·기획도서  

▮ 특수점자(음악·수학· 

   일본어)도서 

 

대체도서 

제작지원 

프로그램                20 개 

연간           76,910 명 
 

이용인원(전국) 

(2017. 11. 기준) 

저시력연구회 심포지엄 
2017. 12. 9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 교육청 연계 학부모· 

   교사·아동 상담 지원 

▮ 학부모 자조모임 

▮ 가족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 자조동아리 

 

▮ 학습·정서지원 멘토링  

▮ 기능향상지원 위한 

   방학교실 

▮ 체험학습프로그램 

▮ 청소년 전화영어 

 

성인 학습지원 

▮ 전화일본어(초/중급) 

▮ 전화영어(초/중급) 

▮ 외국어 학습 동아리       

     (월 1회) 

 

 

학습지원 

프로그램 

(2017. 11. 기준) 

프로그램                21 개 

연간             6,468 명 
 

이용인원(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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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학생 기능강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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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교육 촉각교실 

▮ 센스리더 활용한 

   정보화교육 

   · 포인트/서체조절 

   · 음성도서듣기연습 

    

 

▮ 입체확대된 교재를  

   활용한 한자수업 

   · 글자 획 많은 한자      

     학습에 어려움 

   · 발포용지 교재 활용 

 

점자교육 보행훈련 

▮ 잔존시력을 활용한 

   점자교육 

   · 점보교재/교구를  

     통한 점형익히기 

   · 점자게임을 통한 

     학습 흥미유발 

▮ 흰지팡이를 사용한 

   보행훈련 

   · 신체보호법 숙지 

   · 공굴리기 등 통해 

      주시 훈련 

     

저시력학생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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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촉각 교구를  활용한  게임 방학교실 

자원봉사자 양성 이용자와 소통 

▮ 점역자원봉사자 교육 

▮ 음악·수학·일본어  

   특수점역자원봉사자   

    동아리 운영 

 

 

▮ 연 1회 학습지원센터 

   운영평가회 

▮ 월 1회 소식지 발송 

▮ 연 1회 학습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제작 

 

MOU 체결 

▮ 서울중부교육지원청 

▮ 한국실명예방재단 

▮ 2주서비스 네트워크    

  협약대학 지속 확대    

  (서울대, 충남대,  

   공주대, 아주대 등) 

지역사회 

연계 

(2017. 11. 기준) 

프로그램                  7 개 

연간           26,960 명 
 

이용인원(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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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사)전국저시력인연합회는 후원인과 일부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상조회 성격으로 출발하였으며 

정부 지원은 없음.  

저시력인연합회는 장애인 권익운동단체가 아니고, PC 일반화에 따라 정보접근이 어려운 저시력인

들에게 정보제공과 일반인들의 실명 예방이 주요 사업. 

 

설립목적  

본회는 저시력학생의 학습능력 제고를 포함하여 저시력인의 정보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며, 저시력인이 겪고 있는 정보장애 상태의 환경 개선을 통하여 사회 진출의 기회를 확대함으

로써 저시력인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 강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기본사업  

1. 매 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 

2. 월간 통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운영 (저시력인용 / 일반인용) 

3. 봄, 가을 산행 

4. 연 3회 저시력인의 이웃사랑 

5. 김안과 저시력상담실 (보장구와 복지제도) 

6. 정보통신 보조기 보급사업 

 

 

 

2017년 가을 산행 2017년 저시력인의 이웃사랑 

 

  

(사)전국저시력인연합회 

 

미영순 

전국저시력인연합회 회장 



외부 프로젝트 

1. 여성부 지원 : 병영체험 

2. 행안부 지원 : 장애인 자조모임 

3. 장애인재단 지원 : 저시력(장애인)인의 마을탐방을 통한 마을사용 설명서 제작 

4. 김안과병원 공동주최 : 2006년부터 매년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공모  

5.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 연2~3회 한화리조트 이용 

- 저시력 청소년의 이웃사랑으로 아기 모자, 노인 모자 뜨기 독거어르신과 save the children 전달 

- 유치원 대상 실명 예방교육 

6. 교육 : 피부 관리, 꽃꽂이, 컴퓨터교실, 사진교실 등 

 

 

병영체험 어린이 실명예방교육 

 

저시력 중고생 프로그램 

1. 메일 논술교실 

2. 미영순의 장학퀴즈 : 2012년, 2017년  

3. 문학캠프 

 

 

미영순의 장학퀴즈 논술지도-멤버쉽데이 

 

 

 

2017 한국저시력연구회 심포지엄



저시력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1. 해피아이 멘토링 (대학생봉사자 연결 학습지원) 

2. 2009년부터 매년 오디오북 제작 및 배포  

3. 경운 박물관, 요트 체험 등 

4. 국민라이온스 지원 : 작은 음악회, 전통놀이, 안전체험 등 

5. SIWA 지원 : 세계문화체험 

 

 

오디오북 제작 작은 음악회 

 

제언 

1. 저시력 진료 및 상담 수가 

2. 노인 저시력인의 문제 

3. 저시력 생활용품 개발 - 보장구와 편의시설 외  

4. 환자? 장애인?  

 

 

 

도마 대비 

 

 

 



군자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