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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의 시력 측정을 한 방법은 표  시표(Optotype)에 따라 제작된 시표를 이용하여 검사자가 피검

자를 측정하여 기록하는 방법이 부분으로 컴퓨터 기반의 자가 검사가 가능한 시력 측정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 측정된 시력의 자동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시력 리 기능도 제공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6년에 국제규격(ISO 8596)에 따라 정의된 KS 표  시표(한국 산업규격 

P ISO 8596)와 시력 측정 방법을 참조하여 자가 시력 측정과 측정된 시력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리가 가능한 컴퓨터 기반의 측정 시스템을 구 한다. 구 된 시스템은 피실험자를 상으로 실제 시력

표에 의한 시력 측정 방법과 비교 실험한 결과, 시력 측정에 있어서 객 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며 측정

된 시력에 있어서도 데이터 리의 유효성과 정확성을 보 다. 

Ⅰ. 서 론

  

   최근 안과 학회에서는 시력 측정의 정확도와 객 성 

 효율성을 높이기 한 새 시력표와 검사법이 발표되고 

있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 으로 안과

나 안경 에서의 시력표를 이용한 시력 측정은 검사자를 

필요로 하여 시력 측정을 원하는 환자나 고객들의 기시

간을 요구하며 인력 낭비가 발생하는 수동 인 방법이

다.[1] 한 재 부분의 병원의 기록차트는 자기록 

차트인데 반해 시력 측정 결과는 종이와 같은 별도의 매

체에 기록되기 때문에 산화를 해서는 자차트에 입

력을 해야 하는 불필요한 차를 요구한다. 그리고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가 시력 측정 시스템

의 경우에 측정 거리나 자가 측정에 의한 주  단으

로 인해서 측정된 데이터의 객 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

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문제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컴퓨터 

기반의 자가 시력 측정이 가능한 객 이고 정확한 시스

템의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력 

측정을 해서 검사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력 측정 거리

에 선택성을 두는 컴퓨터 지원 기반의 자가 시력 측정 시

스템을 개발한다. 이 자가 시력 측정 시스템은 측정 거리 

선택에 의해서 같은 시력 등 의 시표를 사용하더라도 측

정 거리에 맞추어 시표 크기를 조 하므로 공간  제약

을 해결할 수 있다. 한 사용자의 제스쳐 인식을 기반으

로 하는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국제 표  

규격을 따르는 란돌트 고리 시표(Randolt's ring)를 사용

하여 피검자의 분리력(Minimum separable)을 단하기 

때문에 유아  장애인을 한 시력 검사에도 활용도가 

크다. 그리고 검사자의 주 인 해석이 반 이 되는 시력

표를 이용한 시력 측정보다 컴퓨터에 의해서 단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보다 객 이고 정 한 시력 측정이 가능

하다.

    한 측정된 시력의 데이터베이스 리는 측정 날짜, 

이  측정 기록, 재 측정 결과, 신상 정보 등과 같은 모

든 데이터가 개인 별로 리가 되어 자 차트와 같은 

자 기록에 별도의 입력 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Ⅱ. 시력 측정을 위한 표준 시표와 제시방법[3]

   

   본 논문에서 구 하는 자가 시력 측정 시스템은 시력 등

, 시표 크기, 측정 거리, 시력 등  정 기 에 있어서 

한국 표  회가 1994년 ISO에 의해 제정된 ISO 8596 

Ophthalmic optics-Visual acuity testing-Standard 

optotype and its presentation의 내용을 기 로 하여 작성

된 한국 산업 규격 P ISO 8596에 기술 된 내용을 따른다.

2.1 시력 등급의 결정 및 부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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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 등 은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호의 분 단

(Minutes of arc)로 측정된 공백 비의 역수로 표시된다. 

시표의 각 크기별 시력치는 로그 단 로 등 이 부여된다. 

검사 시표의 크기와 그보다 한 단계 작은 시표의 크기의 

비율은 (그림 1)과 같이 표 수 R 시리즈인 한국 산업 규

격인 KS Q ISO 3의 표 수 R10 시리즈에 의해서 결정된

다. 이때, 시력 0.05, 0.06, 0.08, 2.0등 의 시표는 필요시에 

생략될 수 있고, 그 이상의 시력 등 의 추가는 허용된다.

   표  시표는 (표 1)과 (그림 2)에 나타낸 란돌트 고리

가 된다. 란돌트 고리는 8개의 서로 다른 치에서 표시될 

수 있으며 표  시표들의 배경은 균일하게 밝게 보여야 

한다. 한 기호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색이나 질감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측정 거리는 피검자의 동공과 

표  시표 사이의 시거리가 최소 4m 지 에서 검사해야 

한다.

(그림 1) Renard Series R10 시리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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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안의 값은 같은 시력 등 임을 나타내기 해서만 

사용되어야 함

<표 1> 시력 등  표 

   시력 등  정 기 은 앞서 제시한 기  표 안에 따

라서 측정을 실시했을 때, 시표의 제시가 끝나는 수행단계

는 각 크기에 이용된 시표의 수에 달려있다. “합격” 정

을 해서는 시표의 체 숫자가 5개라면 어도 3개 이

상 맞추어야 하고 6~7개라면 4개 이상, 8~9개라면 5개 이

상, 10개라면 6개 이상을 맞춰야 한다. 즉, 각 등 에서 정

확히 식별된 최소 시표의 숫자가 략 체 제시된 시표

의 수에서 60% 이상을 나타내야 한다. 시력 등 의 최종 

결정은 정확히 식별된 숫자가 체 제시된 숫자의 60%에 

못 미치는 첫 번째 등 으로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

는 (표 1)과 같이 검사가 끝나는 등 보다 하나 낮게 시력

이 결정된다.

2.2 란돌트 고리 표준 시표

   시력은 상의 존재와 그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력의 정의도 다르게 되는데, 표  

시표는 그 에서 분리력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시표이다.

   분리력은 떨어져 있는 두 이나 선을 두개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일반 으로 시력이라고 부르는 

능력과 비슷하다. 이는 최소분리시각 (MAR: Minimum 

Angle of Resolution) 는 분리최소역 (Minimum 

separability)이라고도 한다. 

   (그림 2)에 나타나는 란돌트 고리는 분리력을 측정하는 

표 인 시표로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표  시표로 사용

한다. 란돌트 표  시표의 터진 부분의 시각이 1분이고, 

원의 두께와 터진 부분의 비가 모두 바깥 부분 지름의 

1/5이 되는 란돌트 고리를 표  시표로 사용한다. 그리고 

직경이 7.5mm이고 폭이 1.5mm의 고리에 1.5mm의 간격

을 두었을 때 5m 거리에서 그 간격의 방향을 식별할 수

는 있으나 이보다 작은 시표를 식별하지 못하는 의 시

력을  1.0으로 한다. 한 계획된 거리의 1/3의 찰 거리

에서 어도 1.0의 시력을 갖는 찰자에게는 경계가 분명

하게 보여야 한다. 임상 으로 측정 시 배경은 흰색으로 

고리는 검은색으로 하며, 흑백의 비가 최 가 된 상태에

서 한다. 

(그림 2) 란돌트 고리 시표

Ⅲ. 자가 시력 측정  리 시스템

   

   본 논문에서 구 하는 자가 시력 측정  리 시스템은 (그

림 3)과 같이 시표 가시화, 제스쳐 인식, 분리력 테스터, 시표 

조정, 데이터 리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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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용자 제스쳐 인식

(그림 3) 자가 시력 측정  리 시스템

3.1 시표 가시화

   개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검사 시작을 르면, 

좌안을 측정할 것인지 우안을 측정할 것인지 선택하는 화상자

가 나타나고 피검자가 선택하면 측정이 시작된다. 시력 측정이 

시작되면 가시화 모듈에 의해 화면 앙에 시력 1.0 크기의 란

돌트 고리가 표시된다. 이 때 시표의 크기는 피검자의 정보를 

입력할 때 설정된 거리와 한국 산업 규격의 시표 등 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화면에 시표가 나타날 때는 출력장치

의 해상도에 따라 픽셀의 크기가 가변 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격이 정의된 시력 검사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논리 

좌표와 물리 좌표 간의 계를 정의해주는 맵핑 모드(Mapping 

Mode)를 변경함으로써 시표가 출력장치의 해상도에 향을 받

지 않고 일정한 크기로 표시될 수 있게 한다. 피검자의 검사 진

행 상황에 따라 분리력 테스트 모듈이 진단된 결과를 단하면 

단된 등 에 맞추어 시표 조정 모듈이 시표의 크기를 조정하

고 란돌트 고리의 8개의 방향  무작 로 선택된 시표의 터진 

방향을 생성하여 가시화 모듈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한다.

3.2 사용자 제스쳐 인식

   (그림 4)는 사용자 제스쳐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피검

자가 포인  장비(  마우스)를 이용하여 제스쳐를 취하면 

제스쳐 인식 모듈은 (그림 4)의 (a)처럼 제스쳐의 시작  

 과 종료   의 좌표를 추출한다. 제스쳐 

시작 ()과 종료 ()이 단되면 시작 ()의 x축과 

종료 ()의 y축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만나는 지 을 

로 설정한다. 세   ,  , 이 주어지면 아래 

식 (1)로부터 제스쳐 방향각 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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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re    and ⋅ Euclide distance

   식 (1)에서 사용자 제스쳐 각도 는 제스쳐 시작  

의 수평선과 제스쳐 끝  와 제스쳐 시작  를 잇는 

선분과의 방향각(≦  ≦ )에 상응한다. 

   제스쳐 방향각 가 구해지면 제시된 시표의 식별 유무

를 단하기 해서 란돌트 고리의 터진 8-방향 가운데에

서 사용자가 선택한 시표 방행에 해당하는 제스쳐 방향 

인텍스 (GOI: Gesture Orientation Index) 값을 아래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
mod ⌋ where 


(2)

식 (2)에서 는 방향 구분 간격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

는 8-방향으로 균등 분할한 한 방향의 구간에 해당하는 

를 의미한다. 는 (그림 4)의 (b)에 나타낸 와 같이 

제스쳐 방향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효 역 인식을 

한 조정값에 해당한다. 그리고 ⌊⋅⌋함수는 함수의 인수

값을 넘지 않는 최  정수를 계산하는 floor()함수를 의미

한다. 

   제스쳐 방향 인텍스 가 구해지면 실제 제시된 시

표의 터진 방향각과의 일치 유무를 단하기 해서 

를 분리력 테스트 모듈로 송한다. 

3.3 분리력 테스트

   피검자가 화면에 나타난 란돌트 고리의 터진 방향을 보고 

포인  장비를 이용하여 제스쳐를 취하면 분리력 테스트 모듈은 

제스쳐 인식 모듈의 인식 결과로 송된   값에 의해서 피

검자가 행한 방향이 제시된 시표의 터진 방향과 일치 하는지를 

별한다. 시표의 터진 방향과   값이 일치하면 분리력 테스

트 모듈 내의 정답 산기(TRUE CNT)의 값을 증가 시키고 

시력 정을 해서 동일 등 으로 제시된 시표의 수를 검사한

다. 동일 등 에서 제시된 시표의 수가 정해진 제시 수를 넘어

서지 않는다면 시표 등 의 변화가 없고 단지 시력 정을 해

서 시표의 터진 방향만을 무작 로 다시 생성하기 해서 시표 

조정 모듈에 요청한다. 반 로 제시된 시표 수가 정해진 제시 

수를 넘어서게 되면 정답률에 따라 등 을 상향 는 하향 조정

하기 하여 시표의 터진 방향과 크기 조 을 시표 조정 모듈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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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표 조정

   시표 등 의 조정은 피검자가 재 등 에 해 분리 

가시력을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다고 단이 될 때 조정 

된다. 시표 조정의 결정은 일반 으로 분리력 테스트 모듈

에 보내는 최소 제시 시표수를 만족하는 정답률이 60%를 

넘게 되면 피검자가 재 등 에서 분리력을 가진다고 

단을 한다. 분리력을 가졌다고 단되면 등 이 상향 조정

된 시표를 가시화 모듈에 송을 하고, 그 미만의 정답률

을 보인다면 하향 조정된 시표를 가시화 모듈에 송한다.  

   등 이 하향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시력의 최종 결정

을 해서 이  시력 진단 에 조정된 등 에서 측정한 

이력이 존재하는지 단을 한다. 이때, 측정 이력이 존재

하고 조정된 등 에서 분리력을 가졌다고 단이 되면 조

정된 등 으로 피검자의 시력이 결정되고 피검자에게 등

을 메시지와 음성으로 알려 다. 그리고 결과를 데이터 

리 모듈에 송하여 측정된 내용을 기록한다. 그러나 조

정된 등 에서 가시성을 가지지 못했거나 측정했던 이력

이 없으면 가시화 모듈에 조정된 등  생성하여 송한다. 

3.5 측정 시력 데이터 관리

   측정 시력의 개별 리를 한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5)처럼 

구성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피검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 

화번호, 측정 날짜와 측정된 시력 등  등이 기록된다. 피검자

는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피검자의 정보를 찾기 해 이름에 

의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입력된 이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은 검색 리스트에 표시되며, 표시된 리스트에 피검자의 정보가 

존재하면 검사 시작 버튼을 러 검사를 수행하고 존재하지 않

는다면 새 정보를 입력하여 신규 등록한다. 

   한 데이터 리 모듈은 피검자가 측정환경에 맞추어 

3.2m, 4m, 5m, 6.25m 등의 검사 거리와 좌안/우안의 측정 

의 선택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5) 시력 측정 데이터베이스 

Ⅳ. 실 험

   

   본 논문의 컴퓨터 기반 자가 시력 측정 시스템의 모든 

처리 과정은 Microsoft Windows XP 환경의 Visual 

C++(GDI: Graphic Device Interface)에서 구 된다. 사용 

디스 이 장치는 1024×768 화소 해상도를 지원하는 32

인치 일반 LCD 모니터이다. 

   구 된 시스템의 성능 평가는 100명의 피검자를 상

으로 기존 시력 측정표를 이용한 시력 결과와 비교한 결

과 (표 2)와 같이 87명의 피검자가 시력 측정표에 의한 검

사 결과와 일치했고 나머지 13명 가운데 11명의 피검자가 

±1등 의 시력 오차 한계 내에서 98% 신뢰도를 나타냈

다. 그러나 오차의 원인이 되는 갑작스런 시표의 흐림 

상이나, 사용하는 디스 이 장치에 의한 의 피로도 문

제는 향후 자 잉크를 사용하거나, 제시된 시표의 치나 

모양의 변경에 의해서 상당부분 보완이 가능하다. 

실험자수 일치
불일치

오차한계 내 오차한계 외

100 87% 98% 2%

<표 2> 시력 측정 결과(: 오차한계 ±1 시력등 )

   본 시스템의 측정 거리 선택 기능은 측정환경에 유연

성을 제공하고, 제스쳐 인식은 피검자의 편의성을 향상시

킨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측정 시력의 리는 검

사를 수행하는 안과나 안경 과 같은 장소에서도 측정 기

록의 리나 이동 등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효율 이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가 시력 측정을 한 컴퓨터 기반의 

시력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개발한 시력 측정 시스템

은 한국 산업규격(P ISO 8596)에서 제시하는 표  시표과 

측정 방법을 따라서 컴퓨터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측

정환경에 제약이 고 보다 검사자의 주  단이 배제

된 시력 측정이 가능하다. 한 사용자 제스쳐 인식을 통

해 기존 시력 측정 방법과 유사한 측정 방법을 사용해 처

음 사용하는 피검자도 검사에 쉽게 응할 수 있다.

   향후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의 무제약성, 시표 제시 

환경, 시표 유형 등의 문제 이 해결된다면 본 논문의 자

가 시력 측정 시스템의 유효성이 클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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