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은 왜 눈에 좋은가 ?
우리 눈의 내부에는 얇은 신경막으로 망막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카메라에 비유한다면 필름에
해당된다. 우리가 물체나 글자를 보면 그 상이 망
막에 의하여 뇌에 전달되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망막은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신경을 통하여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하여 망막은 1억개가 넘는 빛 감지세포(광수용체세포)와 백만개가 넘는
시신경세포,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전선 역할을 하는 수 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으
며, 따라서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조직중의 하나이다. 우리 뇌세포중 약 30%가 망막이
보내는 시각정보를 처리하는데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런 망막이 빛과 접촉하는 면은 평면이 아닌 추체라는 원추형의
액체형 수정체가 뾰족뾰족하게 가득 차 있다. 이 원추형의 수정체는 가
는 끝에서부터 밑둥아리의 굵은 데 까지 직경이 매우 작은 데서부터 큰
곳까지 연속적인 원판을 쌓아 놓은 것과 같은 구조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자연은 가시광선이라 불리는 광파장을 가진 전자파인
데 이것은 눈의 원추형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파장 또는 반파장과 같은 지
점에서 공진을 일으키게 되어 우리의 눈은 가시광선이라는 영역에서 사물
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빨강에서부터 시작하여 주홍,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이다. 여기에서 보면 초록색이 가장 중간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우리 눈의 원추형의 추체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서 공진을 일으
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체의 중간지점에서 공진을 일으킨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는 기본파(Fundamental
Frequency)진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인체는 사용하지 않으면 노화하거나 굳어진다. 특히 눈의 망막의 뒤에 붙어 있는 원추형의
수정체도 더욱 그렇다.
눈의 노화는 수정체의 노화와 망막의 원추형 추체, 그리고 수정체를 눈의 가장자리 쪽으로

당겨 주어 수정체를 납짝하게 해 줌으로써 먼 곳을 잘 보게 해 주는 눈 주변의 상직근,
하직근, 외직근, 그리고 수정체를 동그랗게 안으로 끌어당겨 주어 가까운 곳을 잘 보게
해 주는 상사근과 하사근으로 구성되는 근육의 노화가 주 원인이다.
이 세가지 요인 중에서 등산은 활발한 운동으로 온
몸의 순환이 활발한 가운데 대부분이 초록색인 주변
환경 속을 맑은 산소의 공급과 함께 전신운동을 하게
되므로 초록빛이 눈의 망막의 원추체를 활발하게 진
동할 수 있게 하여,
① 원추체를 운동시킴으로써 눈을 건강하게 해준다.
또한 등산을 하면 항상 눈을 가까운 발 앞에서부터 먼산을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가까
이 볼 때는 수정체를 한껏 둥글게 하기 위해 상사근과 하사근을 운동시키고 멀리 볼 때는
수정체를 납작하게 하기 위하여 상.하직근과 외직근을 운동시켜 수정체를 계속적으로 변형
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어 통틀어,
②모양근이라고 표현되는 근육을 강화시켜 수정체의 탄성을 높여주어 눈의 건강을 좋게 해
준다.
등산을 하지 않아도 전망이 좋은 사무실이나 집의 베란다에서 눈앞의 가까운 곳(주먹 위의
작은 점하나를 코 앞에까지 갖다 대고)을 뚫어지게 보다가 다시 먼 산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안구운동을 하루 5-10분 정도하면 원시나 근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눈의 건강요소인 수정체를 조정하는 근육은 눈썹을 따라 아랫눈 주변까지 눈 주
위근육의 운동으로 탄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온도와 몸의
상태에 의해 근육이 이완되어 있는 데 이 경우 아침에 잠에서 깨어 약간 찬물로 세면을 하

며 눈을 비벼주면 근육을 운동시키는 효과가 나서 눈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시력회복에 도
움이 된다. 눈이 침침할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부벼 주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눈과 안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