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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whole physical function of pilot needed for safe flight, good vision would be the most important
one. Visual function is harmony of many vision components including visual acuity, visual field, contrast
sensitivity, color vision, accommodation, and ocular movement etc. Visual field is very important
component of vision especially in pilot. This article explains the test method and interpretation of visual
field test with a couple of cases in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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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본

시기능은 단순히 시력의 좋고 나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들의 조합에 의하여 이
뤄진다. 좋은 시기능을 얻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시력과 함
께 시야, 대비감도, 조절력, 색각, 입체시, 안구운동 등 다양
한 기능의 조화가 요구된다. 이중 시력만큼이나 중요한 요
소가 시야이다. 실제로 장애평가 등을 위하여 시기능을 평
가할 때 주로 고려하는 두 요소는 시력과 시야이며, 이는
맥브라이드 방식, AMA 방식 및 국내의 장애인복지법에 따
른 시각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에서도 동일하다.

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각 눈에서 이측으로는 90
도, 하측 70도, 비측 및 상측으로 60도 이상의 시야를 갖는
다(Fig. 1)[1]. 비행기 조종사에게 넓고 왜곡 없는 시야의 확
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넓고 정확한 시야를 갖고 있어
야만 훨씬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각종
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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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rmal visual field. More than 90 degrees of visual field is
available at each side of the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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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적인 작업이나 가독력 측면에서는 시력이 주요소로
작용하지만 보행이나 운전 등 활동적 행동에서는 시력과
함께 시야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행기조종에 있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함은 새삼 강
조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2,3].
흔히 시야장애하면 먼저 떠올리는 질환이 녹내장이지만
실제로는 녹내장 이외의 다양한 안과질환과 뇌병변에 의한
시야장애가 더 흔하다[4]. 시야의 이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날 수 있는데, 크게 나누어보면 다음 세 가지 정도로 분류
할 수 있다[5].
첫째는 전반적으로 시야가 축소된 경우로서 망막색소상
피증과 말기 녹내장 등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 경우 시야
가 10도 이내로 줄어들어 소위 ‘터널비젼’ 현상을 나타내기
도 한다[6]. 이렇게 시야가 좁아진 경우에도 시력은 1.0으로
정상일 수 있으므로 시력만으로 그 사람의 시기능을 예측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시야 일부에 결손이 생기는 경우
로서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망막에 부분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에 그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야결손이 생길 수 있
다.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는 외상이나 망막염에 의한 망막
의 손상이 있으며, 망막혈관폐쇄나 선천적인 망막이상에
의해서도 곧잘 나타난다. 그 외에도 다양한 뇌병변에 의하
여 시야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뇌병변의 위치
에 따라서 동측반맹이나 양이측반맹 등 다양하면서도 특징
적인 시야장애가 나타나게 된다[7].
세번째로는 중심부위 혹은 그 주변에 암점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황반부 질환이나 녹내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녹내장의 경우에는 비교적 중심부위 주변에 작은 암점이
생기는 것을 시초로 하여 점차 그 암점이 커져가는 경과를
밟으며 중심시력은 비교적 오래도록 좋은 상태로 유지된다
[8].

진희승
시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요즘에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
되는 자동시야검사는 기본적으로 중심 30도 이내의 시야를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녹내장의 발견이나 진행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8]. 그러나 비행기조종에 있어서는
중심 30도의 시야뿐만이 아니라 주변부 시야의 확보도 매
우 중요하므로 조종사의 시기능 평가에서는 중심뿐만이 아
니라 주변부 시야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주변부
를 포함한 전체적인 시야의 확인 방법으로 가장 추천할 만
한 것은 골드만시야검사계를 이용한 검사이다(Fig. 2)[9]. 그
러나 이 방법은 검사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피검자의 시야
를 확인하는 방법이어서 다소 까다롭고 검사자가 충분히
숙련되어 있어야 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골드만
시야검사계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널리 사
용되는 자동화된 시야검사계를 이용해서도 넓은 범위의 시
야검사가 가능한데, 험프리나 옥토퍼스 등의 자동시야검사
기계들은 중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야의 측정이 가능
한 프로그램도 내장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
하여 실행하면 전체적으로 60도 정도의 시야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Fig. 3). 이렇게 전반적인 시야에 대한 스크
리닝 검사를 먼저 시행한 후에 이상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
한 안과적 혹은 신경학적 이상을 찾아보아야 하며, 중심시
야의 결손이나 녹내장이 의심된다면 중심시야에 대한 정밀
한 시야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
다음 두 경우의 항공신체검사 증례를 통하여 시야이상과
그에 따른 판단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증례 1
29세 남자, 1종 신규 신체검사 응시자로 양안 모두 1.0의
시력을 갖고 있으며 안압도 정상이었음. 시야 검사상 좌안
아랫부분 10도 부위부터 부분적인 시야결손이 나타났음.

Fig. 2. Goldmann perimetry (A), and
result of visual field of the right eye
tested with Goldmann perimetr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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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umphrey Field Analyzer
output of the left eye. (A) Result of
central 60 degree visual field using
FF-120 program. (B) Result of
central 30 degree of visual field
using Central 30-2 program.

Fig. 4. Humphrey Field Analyzer
output of the left eye showing field
defect at inferior (A), and fundus
photograph of the same patient
showing pigmentation and scar
change of the corresponding retina
(B).

과거력상 좌안에 축구공을 맞아 다쳤던 경력이 있었으
며, 안저검사상 시야장애가 보이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의
망막에 색소침착과 함께 망막상흔이 관찰됨(Fig. 4).
1) 판정
좌안의 시야결손이 비교적 크고 중심부에 가까이 있으며
향후 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위쪽
시야보다 아랫쪽 시야가 기능적으로 더 중요한데, 본 증례
에서는 아랫쪽 시야의 결손이 비교적 광범위하여 안전한
항공기 운항에 위험요소로 판단하여 부적합 판정하였다.
2. 증례 2
58세 남자, 1종 갱신 신체검사 받은 경우로서 녹내장 진
단받고 녹내장 안약 점안하고 있는 기장임. 안압 정상이고

시력을 포함한 시기능 모두 정상 소견이나 험프리 자동시
야계 검사상 중심부의 상측에 작은 암점이 발견됨(Fig. 5).
1) 판정
1년에 두 차례 이상의 안과진찰을 받고 있으며 녹내장 안
약 점안하여 안압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 녹내장
은 1년 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진행 소견 보여주지 아니함.
암점이 중심부에 위치하기는 하나 그 크기가 작고 진행 소
견 없으며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비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6개월 간격으로 안과적 진
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적합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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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umphrey Field Analyzer
output of the right eye showing
some blind spots at superior field of
vision. The gray scale (A), and the
pattern deviation plot (B).

III. 결

론

어느 정도의 시야를 정상으로 볼 것인가 혹은 비행에 적
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는 시야장애의 범위와 위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반대
눈 시야에 의해서 보완이 되는지도(물론 이 경우에도 완전
한 시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하다. 또한 다른 시기능
상태가 어떤지도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간의 차이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서 개인간의 비행경험과 숙련도도 최
종적인 안전비행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변부의 작은
시야 결손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크기
가 크거나 중심에 가깝다면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측시야 보다는 하측시야
가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훨씬 중요하다는 점도 참고
할 만하다. 이런 것들의 판단에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고려
사항은 당연히 비행안전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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