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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모시는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역대
회장님과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 주신 내

외귀빈과 함께 201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쁨
과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시과학회 회장 엄정희입니다.
본 학회지는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
인 참여 그리고 유관단체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
되는 경사와 함께
DOI도 발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두보로 하여 이제 본 학회는 명실공히 우리나
라 시과학관련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학술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
다.
우리의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안경사 단독법안 입법 상정과 안경사의 타각
굴절검사 기 사용을 위해 유관단체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

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주는 학문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집행부의 노력뿐 아니라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또
한 필요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회원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경사의 전문성 향상과 신지식
및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국내 등재학술지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SCOPUS 등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영문게재 및 학술지에 대한 인용지수가 높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학회지의
위상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정보의 획득과 공유입니다. 선진 학문의 적극적인 수용과 지속적인
연구는 회원님들의 위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본 학회를 포함
한 국내·외 학술대회에는 보다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하셔서 학문 교류의 장을 열고 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강연, 구연 및 포스터 등이 회원여러분들께는 최신 연구 동
향과 새로운 지식의 트랜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 학문적 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희
망합니다. 우리 학회지의 위상 향상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많은 연구 논문을 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원진들 모두 뜻을 모아 명품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오니 회원 여러분
들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임원들 및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을지대학교 총장님과 안경광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
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지원해주신 산업체 대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님들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오며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5월
대한시과학회 회장 엄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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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2015년 대한시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우리 학
계도 미래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 동안 대한시과학회는 우리나라 안경사들의 위상을 강
화하고, 국내외적으로 학술논문 발표, 수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둬 왔습니다. 또한 활발한 논문발표를 통해 학술지를 발
간하고 해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해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
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 안경광학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안경사들의 수준은 해마다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2015 정책 엑스포에 참여해 ‘안경사법’ 당위성에 대해 시민들과 국회
의원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공감을 했으며, 국민의 안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는 ‘안경사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느꼈습니다. 안경사의 전
문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국민의 기초적인 안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경
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안경사들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학계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안경사들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당당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노력을 통해 안경사의 밝은 미래
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5년 대한시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학술교류의
장이자, 세계적인 안광학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우
수한 논문들이 발표되는 학문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더 대한시과학회가 번창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5월

대한안경사협회
회장 김 영 필

축사
대한시과학회 2015 춘계 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

아침에 시원함과 오후에 무더움이 여름을 재촉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 안경사를 양성하시는 교수님들과 연구자
분들, 그리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 분들의 연구 결과
들을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시과학 발전에 견인
차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시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진
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신 엄정희 회장님을 비롯한 문병연 부회장님 외 임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뒤에서 묵묵히 도움과 협
조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학술대회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을지대학교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모든 직업행위는 학문을 토대로 한 논리적 이론을 통하여 현장의
적용이 가능해 진다고 봅니다.

오늘 대한시과학회의 추계 학술대회야 말로 우리나라

의 산업체 현장 안경사들의 직업행위이자 그 근간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자리일 것
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안경광학계는 이제 30주년을 넘어서면서 세계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
고 우리는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업계는 소소하게는 근용 안경과 도수 물안경의 공산품 화와 콘택
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허용, 그리고 심지어는 시력교정용 안경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
한다는 어이없고 안타까운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문성과 직업행위의 당
위성을 확고히 하고 학문적 발전을 통해 이러한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저해하는 행위
들과 우리의 전문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도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
으시고 결과를 만들어 내신 교수님들과 연구자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올리며 대한
시과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를 대표해서 적극적
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16일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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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한시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2015년 5월 16일 (토요일)
시 간

강 연 제 목

11:00-13:00

포스터 발표 Ⅰ

12:30-13:00

등록

13:00-13:30

개회사

13:30-13:40

Coffee break

연 사

사회: 유근창 교수

구연발표 Ⅰ

구연발표 (10분)

좌장: 김영철 (을지대학교)

질의응답 ( 5분)

1. 초기, 중기, 말기 녹내장 환자에서 양안시기능 평

최주형(을지대학교)

가
2. 나노 구조 형태에 따른 안경렌즈 코팅 막의 광학

박문찬(신한대학교)

특성에 관한 연구

13:40-15:00

3. 동측성 반맹시 재활치료용 시분할장치의 역할
4. The Effect of Orthokeratology Lenses on
Axial

Length

Elongation

and

서재명(광양보건대학교)
최승필(을지대학교)

Anterior

Chamber Depth Changes in Myopic Children
5. 한국인의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위험 요인 분석:

안혜영(을지대학교)

2011-2012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기반으로

구연발표 Ⅱ

좌장: 문병연 (강원대학교)
1. Hyaluronic acid의 첨가방법에 따른 하이드로겔

구연발표 (10분)
질의응답 ( 5분)

임화림(동신대학교)

콘택트렌즈의 함수율 비교

15:00-16:10

2.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Visual Fatigue
Caused by Watching Smart Phones and
Changes of Brain Waves: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m
(qEEG)
and
Event-Related Potentials(ERPs) in a Go/NoGo
Task
3. 근시성 굴절이상자의 주시방향과 각도에 따른 사

김윤희(을지대학교)

김하나(강원대학교)

위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
4. 원데이 토릭소프트콘택트렌즈의 디자인에 따른 축

서채연(동신대학교)

안정성, 회전회복 그리고 자각적 만족도 조사
5. 콘텐츠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후 나타나는 조절기
능의 변화

16:10-16:20

Coffee break, 포스터 발표 Ⅱ

강유진(을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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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6일 (토요일)
산업체 제품발표

좌장: 이혜정 (여주대학교)

1. Alcon. Performance Driven by Science

구연발표 (10분)

김동필 차장
(알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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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Ⅰ

구 연 발 표
Colloquium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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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 1

초기, 중기, 말기 녹내장 환자에서 양안시기능 평가
최주형 · 이군자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초기, 중기, 말기 원발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양안시기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과에 내원하여 전문의에게 원발개방각 녹내장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단안 또는 양안에
약시, 백내장, 시력교정술 및 안내수술, 고도의 굴절이상과 부등시를 갖는 환자를 제외한 45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이상도 측정,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측정, 시야검
사, 사시각, 폭주근점, 융합능력, 억제, 입체시, 시생활 만족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대조군은 안
과질환이 없으며 안압이 21mmHg 이하이고, 녹내장성 시신경병증이 없는 27명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모든 검사는 녹내장 환자와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검사결과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녹내장군의 나이, 성별, 굴절이상도, 교정시력, 안압, 원거리와 근거리 음성전폭주, 개산여
력은 정상군과 차이가 없었으나(p>0.005) 시야검사를 통한 시야감도(Mean Deviation), 남아있
는시야(Visual Field Index) 및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근거리 사시각, 근거리 전폭주, 근거리 폭
주여력 및 입체시는 녹내장 초기, 중기, 말기 모두 정상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녹
내장 초기에는 근거리 사시각의 외편위 방향 증가, 폭주근점의 증가, 근거리 양성전폭주량의
감소, 근거리 폭주여력의 감소 및 입체시 감소가 나타나고 중기에는 원거리 폭주여력이 감소하
고 말기에서는 원거리 사시각의 외편위 방향 증가, 원거리 폭주여력 감소, 원거리 전폭주량의
감소, 원거리와 근거리 억제가 나타났다. 원거리 폭주여력은 중기와 말기에서 정상군과 차이를
보였으며 원거리 양성전폭주, 원거리와 근거리 억제는 말기에서만 정상군과 차이를 보였다
(P<0.05). 시생활 만족도는 녹내장 초기에서 각 항목의 총점, 암순응과 명순응에서 대조군과 차
이를 보였고, 중기와 말기에서는 각 항목의 총점, 중심과 근용시, 주변시, 암순응과 명순응, 실
외활동에서 정상군과 차이를 보였다(P<0.05).
결 론: 녹내장 초기에는 근거리 양안시기능에 변화가 나타나지만 녹내장이 진행됨에 따라 원거
리 양안시기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중심시와 근용시 및 주변시와 관련된 실외활동이 제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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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 2

나노 구조 형태에 따른 안경렌즈 코팅 막의 광학특성에 관한 연구
박문찬
신한대학교 뷰티헬스학부 안경광학과전공

목적: 곡률이 없는 안경렌즈위에 하드 코팅 막과

SiO2

막을 쌓은 후,

FDTD를

사용하여 원기

둥 나노 구조물을 쌓고, 나노 구조 형태에 따른 코팅 막의 광학 특성을 연구하였다.
방법: 시뮬레이터 설계에서

굴절률이

1.55인

안경렌즈위에 하드코팅 막을

3 μm 로

하고, 그 위

SiO2 막을 100nm에서 900nm 까지 변화시켰으며, SiO2 막에 원기둥 모양의 나노 구조를 만
들었다. 원기둥 구조물의 체적비를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원기둥의 배열을 hexagonal 형태로
하였다. 원기둥 깊이를 100nm로, 주기 300nm로 고정하고 원기둥 반경을 50nm에서 150nm로
변화시켜 반사율이 거의 영인 파장위치를 찾아 굴절률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원기둥 반경
75nm이고, 주기는 200nm일 때 원기둥 깊이를 100nm, 300nm, 500nm 700nm, 900nm 로 원기둥
깊이에 따른 반사스펙트럼을 관찰했으며, 또한 원기둥 깊이 100nm이고 반경과 주기를 37.5nm
와 100nm의 배수로 337.5nm와 800nm까지 변화시켜 주기에 따른 반사스펙트럼을 관찰했다.
에

300nm로 고정하고 원기둥 반경을 50nm에서
150nm로 변화시킨 결과 반사율이 거의 0인 파장위치는 508nm이었다. 이 결과로부터 나노 원
기둥의 굴절률은 간섭현상으로 계산한 값은 1.27이고, 나노 원기둥의 밀도로 계산한 1.24로 거
의 비슷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원기둥 깊이가 50nm에서는 간섭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100nm이상에서는 간섭현상이 일어나고 원기둥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반사율이 최대 최
소가 되는 파장의 개수가 점점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주기는 100nm에서
300nm 까지는 간섭현상이 나타나다가 400nm이상에서는 간섭현상이 사라지고 산란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결과: 원기둥 깊이를

결론:

100nm로,

시뮬레이션 주기를

나노 원기둥 형태에 따른 광학 특성을 연구한 결과, 나노 원기둥의 굴절률은 간섭현상

으로 계산한 값은

1.27이고,

나노 원기둥의 밀도로 계산한

1.24로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원기둥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반사율이 최대 최소가 되는 파장의 개수가 점점 많아
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기는 커짐에 따라 간섭현상이 나타나다가 사라지면서
남을 알 수 있었다.

E-mail : mcpark@shinh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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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 3

동측성 반맹시 재활치료용 시분할장치의 역할
김진수 · 임승택 · 서재명
광양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동측성 반맹시환자의 시재활치료로서 많이 활용되는 프리즘 처방 후 나타나는 복시현상
을 완화하고자 시분할방식(time division system)을 응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보고 한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방법: 안과적으로 이상이 없는 총 2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맹시 시뮬레이션을 동측성 우
측반맹을 만들었다. 우측 절반이 보이지 않는 피검자는 프리즘을 사용하여 한글과 컴퓨터의 응
용 프로그램 중 산성비 게임을 하면서 화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단어의 총 개수 19개 중 몇 개
를 봤는지 셌다. 프리즘의 양은 사람의 PD에 따라 각각 다른 다르게 처방이 되었으나 모든 피
검자의 시야 이동 각은 14도가 유지되게 하였다. 시분할방식 장비로는 스포츠옵토메트리에 사
용하는 안경(MJ Japan Design, 2MJ03SE-1622)을 사용하였으며 안경의 한쪽 렌즈가 닫혀있
는 시간을 0.66초, 열려있는 시간을 0.34초로 설정하여 안경 착용 전과 후로 나누어 바닥에
떨어진 단어의 개수를 비교했다.
결과: 시분할장치를 사용하기 전 22명의 피검자가 보고한 단어의 개수는 17.9±4.9개, 사용 후
에는 15.2±4.2개였다. 전공자 5명을 제외한 비전공자 17명을 대상으로 한 장치 사용 전 평균
값은 17±4.6개, 사용 후에는 14.8±4.5개였으며 전공자의 경우 사용 전 20.9±5.4개, 사용 후
16.6±3개로 전체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냈다.
결론: 프리즘을 통해 14도 이동되어 움직이는 단어는 색수차로 인해 인식을 어렵게 한다. 그러
나 반복된 연습, 즉 반맹시에서의 시재활치료에 관한 이해와 함께 시분할장치를 사용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훈련을 한다면 움직이는 사물의 지각력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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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 4

The Effect of Orthokeratology Lenses on Axial Length Elongation and
Anterior Chamber Depth Changes in Myopic Children
Seung-Peel Choi · Koon-Ja Lee
Dept. of Optometry, Graduate School, Eulji University

Purpose: To assess the effect of orthokeratoly lenses on axial elongation in children
compared with those wearing spectacles as control.
Methods: We enrolled 100 subjects (aged 7-16 years; ortho-k, 50; control, 50) with
myopia of -0.50 to -5.00 diopters (D), and with-the-rule astigmatism of -0.25 to -3.00
D. History of eye disease or surgery, strabismus and amblyopia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The OK lenses used in this study were four-zone, reverse-geometry lenses with a
nominal Dk of 140 Fatt unit. The corneal thickness, anterior chamber depth and axial
length

were

measured

by

noncontact

optic

biometric

device

Lenstar

LS900

and

subjective and objective refraction, visual acuity and corneal curvature were measured
before lens wear and the next day, 1 week,

1 month, 2 months, 3 months, 6months,

9months and 12months after lens wear.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between groups (p>0.37). In the

OK group, the spherical equivalent refractive error and central corneal thickness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3.78±1.17 D at baseline -0.03±0.1 D, 1.17±0.57 LogMAR
at baseline 0.00±0.01 LogMAR, 546.12±22.24 µm at baseline 527.88±23.26 µm 12
months

after

the

treatment

(p<0.001),

whereas

anterior

chamber

depth

remained

unchanged (p>0.15). In the spectacle group, anterior chamber dept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0.04±0.03 mm (p=0.008). In 12 months, axial length increased from
24.99±0.68 to 25.21±0.72mm in the OK group and from 24.99±0.68 to 25.35±0.69 mm
in the spectacle group that axial length increas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p=0.021).
Conclusion: One year of OK

in myopic children reduced anterior chamber depth and

axial length elongation significantly compared with distance single-vision spectacle wear.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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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 5

한국인의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위험 요인 분석
: 2011-2012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기반으로
안혜영 · 이군자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

최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연령관련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의 위험 요인 인자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과정 중 2011, 2012년도 조사대상자의 건강 검진과 안과 검진
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AMD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AMD와 연관성이 있는 위험요인은
카이제곱 검정 결과로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과 AMD 상관성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오즈비
는 이진수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구하고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ver.18로 분석하였다.

결과 : 고혈압, 백내장,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중성지방, 난시, 가족력, 당뇨, 햇빛 노출
시간, 흡연은 황반변성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백내장이 있는 사람에게서
AMD이 나타날 확률은 백내장이 없는 사람보다 5.360배 높았고, 당뇨병은 1.752배 높았으며,
안과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안과질환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1.546배

높았다. 하루에

햇빛에 5시간 이상 노출된 사람은 그 이하의 시간에 노출된 사람에 비해 AMD가 나타날 확률
이 1.397배 높았고, 거주하는 곳이 읍, 면인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1.691배, 고지혈
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중성지방이 비정상인 사람은 각각 1.475배, 1.276배, 1.031배 높았고,
굴절이상(난시)이 있는 사람은 2.275배 더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흡연은 승산비가
1.592, 연령은 승산비 1.061로 1 단위 증가하면 승산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AMD는 고혈압, 고지혈증, 연령, 흡연, 백내장, 생활습관, 가족력과 연관이 있고 특히

연령과 흡연이 증가할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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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 6

Hyaluronic acid의 첨가방법에 따른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함수율 비교
임화림 · 전진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에 HA(Hyaluronic acid)를 IPN(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
방법과 화학적 공유결합(terpolymerization) 방법으로 첨가한 후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함수
율과 광투과율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방법: HA의 첨가는 제조된 콘택트렌즈에 IPN 방식으로 HA를 첨가하는 방법과 콘택트렌즈 제
조에 사용되는 HEMA 모노머에 methacrylate가 결합된 mHA를 합성시키는 화학적 공유결합
(terpolymerization)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 제조하였다. 광투과율은 300~800 nm 범위에서
UV-Visible spectrophotometer(SHIMADZU, UV-165 P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함수율은
0.9% NaCl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여 gravimetric method로 측정하였다.
결과: 두 방법에 의해 HA를 첨가한 콘택트렌즈의 광투과율은 모두 90% 이상의 투과율을 나타
내었다. 함수율은 HA를 첨가하기 전(52.68%)보다 첨가한 후(57.60~60.88%)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유결합을 이용한 방법보다 IPN을 이용한 방법의 함수율 증가가 조금 더 높
게 나타났다.
결론: HA를 첨가한 콘택트렌즈에서 90%가 넘는 광투과율이 나타난 것은 HA와 콘택트렌즈 모
노머와의 결합이 상분리 없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HA의 화학구조에 하이
드록실기(hydroxyl group)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함수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mHA가
콘택트렌즈 내부에 분포되는 공유결합 방법에 비해 IPN에 의한 HA의 첨가 방법은 렌즈 표면
에 HA가 많이 존재하여 함수율의 증가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E-mail : jjlove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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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 7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Visual Fatigue Caused by Watching Smart
Phones and Changes of Brain Waves: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m (qEEG)
and Event-Related Potentials(ERPs) in a Go/NoGo Task
Yoon-Hee Kim · Hyun-Sung Leem
Department of optometry, Eulji University

Purpose: Since the advent of smart phones, the amount of time spending on their use
has rapidly increased and there are several health concerns regarding sight, causing
prolonged smart phones view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how much
eyes become fatigued based on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m(qEEG) an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tigue and attention using event-related potentials(ERPs) as
objective assessments.
Methods:

here

were

thirty,

healthy,

right-handed

subjects(male

15,

female

15)

participating in this study. 64-channel of qEEG data with their eye-closed was collected
and they performed Go/Nogo tasks before and after watching smart phones. A
questionnaire regarding the visual fatigue was also collected in both conditions. The
changes of pre- and post-task of watching smart phon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in terms of four wavebands and algorithms, delta(δ), theta(θ), alpha(α), beta(β), (α+ θ)/
β, α/ β, (α+θ)/(α+β), and θ/ β for fatigue detection.
Results: The results clearly show that all four energy values of qEEG and algorithms
related to the fatigue in the post-viewing condition significantly changed than those in
the pre-viewing condition. As seen in the results of ERP, nogo-N2 amplitude only on Fz
electrode was slightly higher and nogo-P3 amplitudes on Fz and Cz were considerably
lower in the post-task than in the pre-watching.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go-N2 and P3 found at any electrodes. The results of behavioral
performance demonstrate that the error rates(ER) of nogo-condition were obviously
increased after using smart phones and there was a tendency for reaction time(RT) to
be delayed compared with before watching it.
Conclusions: This research denotes that it can be a fairly useful measure for using
qEEG and ERP when assessing the visual fatigue.

Its findings suggest that a sustained

smart phone viewing leads to the visual fatigue and it can have adverse effects on
distraction.

E-mail : hs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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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 8

근시성 굴절이상자의 주시방향과 각도에 따른 사위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

김하나 · 조현국 · 문병연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 원거리에서 주시방향과 각도에 따라 사위를 측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방법 : 교정시력이 0.9 이상이며, 안질환과 현성사시가 없는 61명 (남 29, 여 32)을 대상으로
하였다. 원거리(5m)에서 정면과 좌 ․ 우측 10°, 20°, 30°방향을 각각 주시하게 한 후 프리즘바
를 이용한 자각적 교대가림검사로 사위를 측정하였다. 폭주근점의 측정은 정면과 좌 ․ 우측
10°, 20°, 30°방향을 각각 주시하게 한 후 끝부분이 색칠된 막대를 눈 앞쪽으로 이동시켜 분
리점을 측정하였다.
결과 : 정면에서 측정한 사위도와 비교하여 좌측과 우측방향을 주시했을 때 각각 주시각도가
커짐에 따라 외사위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좌측과 우측 주시방향 간의 평균 사위도의 변화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0°, 20°, 30°의 주시각도에서 주시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
이지 않은 대상자보다 주시방향에 따라 사위도의 차이를 보이는 대상자가 더 많았다.
정면에서 측정한 폭주근점과 비교하여 주시각도가 증가할수록 폭주근점은 유의하게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측과 우측 주시방향에 따른 폭주근점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10°, 20°, 30°의 주시각도에서 좌측방향을 주시했을 때보다 우측방향을 주시했
을 때 폭주근점이 더 멀게 측정되는 대상자가 더 많았다.
결론 : 주시방향과 각도에 따라 사위도와 폭주근점의 차이를 보이는 대상자가 차이를 보이지
않은 대상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좌우안 외안근의 불균형을 가지는 대상자가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안시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시방향과 각도에 따라 사위를 측정할 필
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mail : bymoon@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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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 9

원데이 토릭소프트콘택트렌즈의 디자인에 따른 축안정성, 회전회복
그리고 자각적 만족도 조사
서채연, 유근창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원데이 토릭소프트콘택트렌즈의 디자인에 따른 축안정성과 렌즈 회전회복 정도, 그리고
자각적 만족도를 각각 조사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방법: 안질환 및 안과적 수술 경험이 없는 대학생 20명(37안)을 대상으로 A사 (Accelerated
Stabilization design), B사 (Prism Ballast design), C사 (Peri-Prism Ballast design)의 서로
다른 디자인의 원데이 토릭소프트렌즈를 적응 전과 후의 축안정성과 렌즈회전회복 정도를 각
각 측정하였다. 축안정성은 제 1안위에서 측정하였고, 회전회복정도는 코쪽과 귀쪽으로 각각
30˚씩 회전 시킨 후 순목에 의해 회복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적응 후 측정은 렌즈 착용 5일
후에 실시하였다. 자각적 만족도는 적응 전과 적응 후 설문조사(5점 척도)를 통해 조사하였으
며, 착용 시간대별로 자각적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A사, B사, C사 모두 우안에서는 코쪽방향으로 좌안에서는 귀쪽방향으로 축회전을 보였
지만, 적응 전에 비해 적응 후 축안정성이 더 안정화 되었다. B사의 렌즈 디자인은 순목 후 빠
른 회전회복을 보였다. 착용 시간대별 자각적 만족도는 착용감, 건조감, 충혈도에서는 3사의
제품이 별차이가 없었지만, A사의 렌즈가 타사에 비해 선명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토릭소프트콘택트렌즈는 축안정성을 위해서 일정한 적응기간을 필요로하므로 토릭렌즈를
처방시 렌즈를 적응한 후 축안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E-mail : gcryu@dsu.ac.kr

- 11 -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5

구연 - 10

콘텐츠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후 나타나는 조절기능의 변화
강유진, 임현성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과 e-book 콘텐츠의 각각 다른 자극을 주고 나타나는 조절
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를 자각적 피로도와 더불어 스마트폰 중독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방법: 안과관련 수술 경험이 없고 안질환이 없는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진단
설문’을 실시해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하고 스마트폰
을 이용해 동영상과 e-book 콘텐츠를 시청하게 한 뒤 조절기능과 자각적 피로도의 변화를 확
인하였다.
결과: 동영상 콘텐츠 시청 후 조절반응, 조절력, 조절래그, 음성상대조절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1) e-book 콘텐츠 시청 후도 조절반응, 조절력, 조절래그, 음성상대조절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0.01) 두 콘텐츠 간 조절기능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콘텐츠 모두에서 시청 후 자각적 피로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0) 두 콘텐츠 사이의
자각적 피로도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콘텐츠 모두 시청 후 피로도가 증가할
수록 원거리와 근거리 조절반응이 증가하고(p<0.05)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원거리
조절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론: 다양한 콘텐츠의 자극과 상관없이 스마트폰 사용은 조절기능의 변화를 가져오고, 안정피
로가 유발됨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시각적 부담은 자각 설문에 국한되어 있었
다. 본 연구는 조절기능의 시각적 부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조절관련 값뿐만
아니라 다른 양안시 검사값들과 비교하여 스마트폰 중독이 양안시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E-mail : hs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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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

Optical characterization of 2-ethylhexyl trans-4-methoxy-cinnamate
and benzophenone materials in hydrogel soft contact lens
Min-Jae Lee, Duck-Hyun Kim and A-Young Sung
Dept. of Optometry&Vision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 Recently, the eye disease associated with ultraviolet radiation were reported. In
this

study,

the

UV-block

trans-4-methoxy-cinnamate

hydrophilic
were

soft

manufactured

contact

lens

and

the

lens

material

using

optical

2-ethylhexyl
properties

of

addition

of

copolymerized materials were measured.
Methods:

The

basic

hydrophilic

soft

contact

with

Dhb(2,4-dihydroxy benzophenone) 0.5% ~ 1.0%, Thb(2,4,4-trihydroxy benzophenone)
0.5% ~ 1.0% and Hmb(2-hydroxy-4-methoxy benzophenone) 0.5% ~ 1.0% respectively
were polymerized and the hydrophilic soft contact lens were manufactured by cast mould
method. The lenses were stored in a 0.9% NaCl normal saline for analysis.
Results: In the measurement of DHB samples, the optical transmittance showed the UV-B
transmittance of 2.1 ~ 4.3%, UV-A transmittance of 19.0 ~ 27.2% and visible
transmittance 88.8 ~ 90.1%. And also, in the case of THB samples, the optical
transmittance of UV-B, UV-A and visible transmittance was 2.0 ~ 2.4%, 13.6 ~ 18.8%
and 89.5 ~ 90.9%, respectively. Also, in the case of HMB samples, the optical
transmittance of UV-B, UV-A and visible transmittance was 4.0 ~ 12.3%, 22.5~37.2%
and 87.9 ~ 89.2%, respectively.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2-ethylhexyl trans-4-methoxy-cinnamate
with benzophenone materials were suitable for use as a material to UV-block hydrophilic
lens.

E-mail : alswp13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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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

UV-block effect of functional additive with sterilization condition
Duck-Hyun Kim and A-Young Sung
Dept. of Optometry&Vision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

UV-block

effect

of

soft

contact

lens

polymerized

and

with

2,4-dihydroxybenzophenone in the basic hydrogel contact lens material was evaluated.
and also the influence of sterilization condition on change of optical properties was
analyzed.
Methods: 2,4-dihydroxybenzophenone as additive with 2-hydroxyethyl methacrylate and
the initiator AIBN were used for thermal copolymerization. The mixture was heated at 100
℃ for 50 mins to produce the hydrogel contact lens. and they are heated

at 115 ℃ for

3 hour for sterilization.
Results:

The

optical

properties

of

produced

contact

lens

including

2,4-dihydroxybenzophenone showed that the UV-A transmittance was 28~36% and the
UV-B transmittance was 10~18%. and Also, in case of sterilization situ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V-A transmittance was 5~17% and the UV-B transmittance was
4~16%, respectively.
Conclusions: After sterilization of produced contact lens, UV-block effect of soft contact
lens including benzophenone group was increased.

E-mail : kdh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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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

Soft contact lens 착용기간에 따른 투과율의 변화
김보연1),2), 김현아2), 안일이2), 최아란2), 이은희1),2), 강봉훈1),2)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1), 극동대학교 안경광학과2)

목적: 3개월용 Soft contact lens의 착용기간에 따른 파장별 투과율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전신질환 및 안질환이 없고 미용렌즈가 아닌 Soft contact lens 착용자 남, 여 7명의
렌즈 16개를 착용기간 별로 분류하여 렌즈가 wet한 상태, dry한 상태를 광투과도 장치인 UV
vis spectrometer로 측정, 분석하였다.
결과: 3개월용 soft contact lens의 투과율 변화를 관찰한 결과 렌즈가 dry해질수록 투과율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착용기간 별 수화와 건조에 따른 투과율을 관찰한 결과
1개월 착용렌즈에서 투과율이 평균 3.5%, 2개월 착용렌즈에서는 2%, 3개월 착용렌즈에서는
3.8% 감소하였고, 4개월 착용렌즈에서는 d-파장에서 1%내로 증가하였으나 큰 차이가 없었고
6개월 렌즈에서는 투과율이 평균 0.7% 감소하였다. 수화상태에서 기준파장 별 착용기간에
따른 투과율의 변화는 1개월 착용렌즈에서 평균 1.77%, 2개월 착용렌즈에서 0.85%, 3개월
착용렌즈에서 평균 1.77% 감소하였다. 4개월 착용렌즈의 d-파장과 6개월 착용렌즈의
f-파장에서 3% 내로 투과율이 증가함으로 1%이상의 변화를 보였으므로 렌즈 표면의
침전물이나 두께 변화에 따라 렌즈의 성질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착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렌즈의 성질이 변화되어 투과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Soft
contact lens 착용 시 권장착용기간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고려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E-mail : rlaqhdus2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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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4

+1.00D 자극에 의한 폭주근점 변화와 AC/A비
유현1), 이은희1),2), 강봉훈1),2), 한경애3)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1), 극동대학교 안경광학과2), 아이러브 안경원3)

목적: 정시와 근시에서 폭주근점과 +1.00D 자극에 의한 폭주근점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AC/A비와 비교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사위를 제외한 안질환이 없고, 단안교정 소수시력 1.0이상의 참가자
30명(정시 16명, 근시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완전교정한 상태로 push-up법을
이용하여 폭주근점과 with +1.00D 폭주근점을 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원거리와 근거리(40cm) 수평사위 검사는 수정된 토링톤(Modified Thorington)법을
이용하였고, 근거리 사위측정에 이어 양안에 +1.00D를 부가하여 AC/A비를 얻었다.
결과: 근시의 폭주근점은 평균 1.54cm, 정시의 폭주근점은 평균 1.94cm로 나타났으며
(p< .001), +1.00D 자극 폭주근점은 굴절이상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372, p= .043).
폭주근점보다 +1.00D 자극 폭주근점이 평균 1.77cm 멀게 나타났으며(p= .000), 근점 차이가
평균보다 큰 그룹(n=15, mean=2.27cm)의 AC/A비(평균 4.26△/D)와 평균보다 작은
그룹(n=15, mean=1.32cm)의 AC/A비(평균 5.28△/D)는 차이가 있었다(p=0.049).
근거리 수평사위와 폭주근점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 .554, p= .002), AC/A비와
폭주근점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562, p< .001)
결론: 폭주근점와 +1.00D 폭주근점의 차이가 큰 그룹과 차이가 작은 그룹의 AC/A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AC/A비와 더불어 +1.00D 폭주근점의 임상 활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yoohyun63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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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5

Multiple depth refocused image reconstruction in computational
integral imaging
Jae-Young Jang
Dept. of Optometry, Eulji University

Purpos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conventional periodic δ-function arrays
(PDFA) based computational integral imaging (CII), This paper propose a method of slice
image reconstruction with controllable spatial filtering by using the correlation of PDFA
with elemental images in CII.

Methods: The multiple PDFAs are generated with spatial periods corresponding to
object’s depths with the elemental image array (EIA). They are used to generate a set of
spatially filtered-EIAs for multiple object depths. the intensity of the EIA can be
represented as Eq. (1),
N -1 æ
2 x f + zO P
z P
g ( xE ) = òò å d ç xE - O
-n O
ç
2
z
+
f
z
(O )
n=0 è
O + f

ö zE
f O ( zO , - xO ) dxO dzO
÷÷
ø zO

.

(1)

Equation (1) implies that the intensity impulse response of an EIA is represented as a
continuously

distributed

periodic

function.

The

spatially

periodic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the targeting range of object’s depth can be extracted from an EIA by
using the sifting property of convolution between periodic functions, and the equation is
given by
a2

R ( xE ) = g ( xE ) * ò s ( zO , xE ) dzO
a1

(2)

,

where α1 and α2 are the range of the depth for extracting spatially periodic information
from the captured EIA and the given distance value. The later part of Eq. (2) can be
given by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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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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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Eqs. (2) and (3) imply that the depth information could be extracted from
an EIA at the continuous or partially continuous ranges. This can be represented by
a2
b2
R ( xE ) = g ( xE ) * é ò s ( zO , xE ) dzO + ò s ( zO , xE ) dzO + ...ù
êë a1
úû
b1

. (4)

Therefore, Eq. (4) presents our controllable spatial filtering in the elemental images.

Results: Figure 4 shows the spatial filtering result in the conventional method. Here, the
single depth was considered as shown in Fig. 4(a). Then, the spatially filtered EIA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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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y single clear object as shown in Fig. 4(b). Spatial filtering results according to
required depth range from the EIA are shown in Fig. 5.

Fig. 4. Spatial filtering used in the conventional method.

Fig. 5. Spatial filtering used in the proposed method.

Conclusions: In conclusion, a method of slice image reconstruction with controllable
spatial filtering by using the correlation of PDFAs with elemental images in CII has been
proposed. Since the multiple PDFAs had spatial periods correspond to object’s depths
with the EIA, we could generate a set of spatially filtered-EIAs for multiple object
depths. The proposed method was demonstrated for partially occluded object
reconstruction experiments. Preliminary experiments reveal that our method can provide
the control of depth range for spatial filtering selectively.

E-mail : jyjang@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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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6

The prevalence of refractive error in school-aged children
Jung Un Jang
Dept. of Optometry, Eulji University

Purpose: To asses the prevalence of refractive error in school-aged children.
Methods: A total of 735 school-aged children in Jenman province were included. In all
participants,

visual

acuity,

auto

Ref-Keratometer,

and

subjective

refraction

were

determined. A spherical equivalent of -0.5 diopter(D) or worse was defined as myopia,
+0.5D or more was defined as hyperopia, and a cylinder refraction greater than 0.75D
was defined as astigmatism. Myopia was categorized as either low myopia -0.75∼
-2.00D, medium myopia -2.00 to -6.00 D or high myopia -6.00D or greater. Hyperopia
was categorized as low hyperopia +0.75D to 2.00D, and medium hyperopia +2.00D or
more.
Results: The prevalence of presenting, spectacle corrected visual acuity of 0.5 worse
eye was 28%, 48.2%. The prevalence rate of myopia, hyperopia, astigmatism were
43.7, 7.6%, 12.1%. The prevalence of myopia was the highest and followed by the
prevalence of astigmatism. The prevalence of hyperopia decreased with age.
Conclusion: Compared with other reported rates, the prevalence of myopia in the
school-aged children of Jennam is similar to that in most places excluding the other
countries, and that hyperopia is in the mid range.

E-mail : jju@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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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7

근시성 난시안에 대한 핀홀 효과
문수경, 이명희, 김기범, 김구재, 김영철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근시성 난시안에 대해 핀홀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핀홀효과를 이용하여 난시안
의 새로운 교정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방법: 안질환을 앓고 있지 않고, 질환에 의해 시력손상이 없는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
다. 핀홀의 직경을 0.5mm, 1mm, 1.5mm, 2mm로 설정하여, 각 직경별로 핀홀렌즈 시력을 비
교하였다. 조도는 200lux의 표준조도와

밝은 조명(380~500lux)으로 맞춰 조도에 따른 핀홀시

력을 검사하였다. 실험은 나안 상태에서의 핀홀렌즈 검사, 구면렌즈 가입 상태에서의 핀홀렌즈
검사와 등가구면렌즈 가입 상태에서의 핀홀렌즈 검사 세 가지를 실시하여 비교 하였다.
표준 조도(200lux)에서 우안, 좌안, 그리고 양안에 대하여 나안 시력과 각 직경 별 핀홀시력을
비교하여 시력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밝
은 조도(380~500lux)에서 같은 실험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총 여섯 가지 조건을 비교하였다. 표준조도일 때 나안시력, 구면렌즈 가입, 등가구면 렌
즈를 각각 해당 조건에서 핀홀을 가입하기 전 시력과 핀홀 시력을 직경 별로 비교하였고, 밝은
조도(380~500lux)에서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나안 상태에서 표준조도와 밝은 조도 두 조건 모
두 나안시력보다 핀홀시력이 모든 직경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0.5mm에서 가
장 높은 시력상승을 보이고, 0.5mm에서 2.0mm까지 단계적으로 시력 상승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구면렌즈와

등가구면렌즈를

가입하고,

핀홀시력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1.5mm와

2.0mm직경에서 시력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0.5mm에서 시력 상승 효과가 없거
나 미미하고 오히려 시력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면렌즈와 등가구면렌즈를 가입했을 때,
검사결과를 조도에 따라 비교하면 표준조도에서 보다 밝은 조도일 때 핀홀효과가 떨어졌다.
결론: 표준조도에서 보다 밝은 조도일 때 구면렌즈와 등가구면 렌즈를 가입했을 때 많은 비교
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표준조도에서 핀홀시력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안상태에선 직경이 가장 작은 0.5mm에서 시력 상승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피사체심도와
초점심도의 깊어짐과 주변광선을 차단하는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면
렌즈와 등가구면렌즈에선 직경이 큰 1.5mm나 2mm에서 시력 상승 효과가 큰 것으로 보아 광
량이 줄어듦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E-mail : yckim@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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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8

굴스트란드 모형안과 실제 눈에서의 가우스 결상식과의 비교를 통한
Matrix Method 방법의 타당성 연구
이명희, 문수경, 박대원, 이현준, 김영철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행렬(Matrix) 방법으로 굴스트란드 모형안과 실제 눈에 대하여 분석하고,
가우스결상식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고, 보다 복잡한 안광학계에 적용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렬 방법으로 광학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광학계에 해당하는
행렬을 구성하고, 여러 광학계로 구성된 시스템은 각각의 행렬 연산하는 방식이므로 복잡한 광
학계 분석에 매우 적합하다.
방법: 행렬 방법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꺼운 렌즈, 각막, 수정체에 대하여 상의 위치
를 계산하여 가우스결상방정식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보다 복잡한 광학계인 굴스트란드 모
형안에 대하여 상의 위치를 계산하고 역시 가우스결상식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실제 근시성
난시안에 대한 결상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모형안의 각막 굴절력 계산에서 가우스 결상식은 43.05D, 행렬 방법은 43.80D로 잘 알
려진 모형안 각막굴절력 43D와 0.12%, 1.8%의 차이를 보였다. 단일 굴절률 1.4086의 수정체
에서 가우스 렌즈 결상식은 19.11D, 행렬 방법는 19.48D로 계산되며 모형안 수정체 굴절력
19.11D와 0%, 1.93%의 차이를 보였다. 이때 수정체 굴절면을 피질 및 핵 굴절률 1.336,
1.413으로 각각 계산하였을 때 가우스 결상식 및 행렬 방법에 의한 결과는 59.05D로 모형안
정점 굴절력 60D와

두 경우 모두 1.6%의 차이를 보였다. 모형안에서는 가우스 결상식과 행

렬 방법이 2% 내의 차이를 보여 두 계산 방법 모두 적합하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입사하는 광선의 높이에 관계없이 한 점에 결상하는 가우스 결상식과 다르게 행렬 방
법은 입사하는 광선의 높이에 따라 초점 거리가 달라져서 이에따른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사
람 눈에서 계산 시 가우스 결상식에서 망막 앞 2.74mm에 수직상이, 망막 앞 2.93mm에 수평
상이 발생하였다. 가우스 결상식에서 수직, 수평 상의 거리는 0.19mm의 차이를 가지며 행렬
방법로는 망막 앞 2.73mm에 수직상이, 망막 앞 2.94mm 수평상이 발생하였으며 두 초점 거리
차는 0.21mm였다.
결론: 본 연구는 여러 광학계에 대하여 가우스 결상식과 행렬 방법에 의한 결상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적 간단한 광학계인 각막, 수정체에서 두 방법에 의한 결과 오차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굴스트란드 모형안에 대하여도 두 가지 방법에 의한 결과 차이
가 2% 이내로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여, 행렬방법의 신뢰성 및 복잡한 광학계 분석에 대한 유
용성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근시성 난시안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향 후 연구에서
는 행렬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복잡한 광학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mail : yckim@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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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9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근시퇴행안에서 각막굴절교정렌즈에 의한
시력교정 임상사례
이수연, 이군자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근시성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근시퇴행안에서 밤에 착용하는 역기하렌즈 착용 후의 시
력교정효과와 시력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레이저굴절교정수술을 받고 근시퇴행이 발생한 성인(4안)을 대상으로 세극등현미경검사
후 Paragon CRT 100 Trial Lens를 착용시켜 적절한 피팅상태를 확인한 후 각막굴절교정렌즈
를 착용시켰다. 각막굴절교정렌즈(paragon CRT100) 시험렌즈는 회사 기준표에 따라 레이저굴
절교정술 후 약주경선굴절력 값과 원하는 구면교정굴절력값을 기준으로 결정하였고, 플루레신
패턴을 보고 적절한 피팅상태 확인하여 최종처방렌즈를 결정하였다. 착용 1일, 1주일, 2주일
후에 ETDRS Chart 100%와 10%를 사용하여 밝은 조명상태와 어두운 조명상태에서 시력을 확
인하고, 굴절검사를 실시한 후 WASCA CRS-Master를 사용하여 전체수차, 고위수차, 구면수
차, 코마수차를 측정하고 렌즈 착용 전과 비교하였다.
결과: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근시퇴행안의 자각적굴절검사값은 -2.38±0.43 D, 각막굴절교정
렌즈 착용 후 -0.56±0.13 D 로 감소되었고, 각막굴절교정렌즈 착용 후 100% 대비시력은 밝
은 조명상태에서도 착용 1일 0.48±0.19 logMAR, 착용 1주 0.24±0.11 logMAR, 착용 2주
0.11±0.07 logMAR 로 착용 전 0.91±0.06 logMAR보다 좋아졌으며, 어두운 조명상태에서 착
용 1일 0.71±0.08 logMAR, 착용 1주 0.39±0.10 logMAR, 착용 2주 0.29±0.07 logMAR로
착용

전

0.99±0.03보다

좋아졌다.

10%

대비시력도

밝은

조명상태에서는

착용

1일

0.82±0.08, logMAR, 착용 1주 0.56±0.12 logMAR, 착용 2주 0.40±0.14 logMAR로 착용 전
1.04±0.06 logMAR보다 좋아졌고, 어두운 조명상태에서도 착용 1일 1.02±0.06 logMAR, 착용
1주 0.85±0.10 logMAR, 착용 2주 0.73±0.19 logMAR로 착용 전 1.08±0.00 logMAR보다 좋
아졌다. 6mm zone에서 분석한 고위수차는 변화가 없었으나 전체수차, 코마수차 그리고 구면
수차는 착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근시퇴행이 발생한 사람에게 밤에 착용하는 역기하렌즈를 피팅한 결과 시력이 개선되고
전체수차, 코마수차, 구면수차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 근시퇴행안에서 각막굴절교정렌즈에
의한 시력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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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0

모노비전 노안수술 후 시기능 평가
민지영, 이군자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모노비전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노안 환자에서 수술 전 후 및 적응기간 중 시기능을 비
교하고자 한다.
방법: 모노비전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안질환이 없으며 양안의 교정시력이 각각 1.0
이상인 12명의 노안 환자(48.08±3.52세)를 대상으로 수술 전과 수술 1개월, 3개월 후에 원거
리와 근거리의 100% 및 10% 대비시력, 조절력, 폭주근점, 입체시, 근거리 원거리 사위도를
측정하고 수술 전과 후의 시기능을 비교하였다. 검사값은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원거리 100% 대비시력은 수술 1개월 후 수술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p=0.004), 수술 3개월 후에는 수술 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133), 원거리 10% 대
비시력은 수술 1개월 후 수술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p=0.013), 수술 3개월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991). 수술 1개월 후 근거리 100% 대비시력은
수술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0), 수술 3개월 후에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03). 근거리 10% 대비시력은 수술 1개월 후 수술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0.001) , 수술 3개월 후에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8). 폭주근점은 수술 1개월 및
수술 3개월 후 수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짧아졌으며(p=0.030, p=0.003), 입체시력은
수술 1개월 및 수술 3개월 후 수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8,
p=0.024). 수술 후 원거리 사위도(p=0.066)와 근거리 사위도(p=0.303)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우세안의 조절력은 수술 전, 수술 1개월, 3개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0.994), 비우세안의 조절력은 수술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39).
결론: 모노비전 시력교정수술 3개월 후 원거리 시력은 수술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근거리 시력은 수술 전 교정시력보다 저하되었으며, 폭주근점은 짧아졌고 입체시력도 저하되었
으므로 3개월 이후의 시기능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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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1

RMSPE를 이용한 누진가입도렌즈의 광학적 특성 분석
이승신, 진용갑, 마기중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대전

목적: RMSPE 값(Root Mean Square Power Error Value)을 적용하여 누진 가입도 렌즈의 부
위별 오류 값을 도식화하여 디자인에 따른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임상에서 처방되고 있는 17가지의 누진 가입도 렌즈(원용부 굴절력이 0.00D이고 가입도
가 1.50D, 2.00D 및 2.50D)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ree Form Verifier(FFV, Rotlex, Israel)
를 사용하여 대상의 전면 굴절력을 측정하였다. 0.5mm 간격의 6953개 지점의 측정값을
RMSPE 값으로 산출하여 원용부 및 중간거리 그리고 근용부 굴절력의 분포를 각각 도식화하였
다.
결과: 원용부, 중간거리부 및 근용부의 각 지점에서 요구되는 굴절력과 RMSPE의 차이로부터
명시범위와 주변부 굴절력의 분포를 0.25D 간격으로 나타내었다. 각 디자인 및 동일 디자인에
서 가입도 증가에 따른 굴절력 분포 특성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등가구면굴절력을 적용했
을 때보다 부위별 오차값이 더 컸다.
결론: 전면굴절력에 대한 RMSPE를 부위별로 요구되는 굴절력과 비교하여 원용부, 중간거리부
및 근용부의 명시범위를 동시에 표현하고, 누진가입도렌즈의 디자인 및 가입도 변화에 따른 광
학적 특성을 편리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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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2

근시교정용 스포츠 선글라스에서 일반 및 맞춤형 프리폼 렌즈의 시력과
자각증상 비교
서여경1), 이규병2), 마기중1)
을지대학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대전1), 충청대학교 안경광학과, 청주2)

목적: 일반 및 맞춤형 프리폼 렌즈로 제작된 근시교정용 스포츠 선글라스의 임상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시력, 사위도 및 주관적 만족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성인남녀 55명(평균 연령 32.2±10.9세)을 대상으로 S사에서 제작한 스포츠 선글라스 2
가지(일반 렌즈, T사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작한 맞춤형 프리폼 렌즈)를 착용하고 10분과
1시간 후 각각 원거리 정지시력(고/저대비), 동체시력, 입체시력 및 사위도를 측정하였고 설문
을 통해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착용 10분 후 고대비 단안 정지시력은 일반렌즈가 더 좋았고(p=0.04), 착용 60분 후 고
대비 양안 정지시력은 맞춤형 프리폼 렌즈가 더 좋았다(p=0.03). 저대비 단안/양안 정지시력,
동체시력, 입체시력 및 사위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저도 근시군(-2.00D 이하)에서 착용
60분 후 동체시력은 맞춤형 프리폼 렌즈가 일반 렌즈보다 더 좋았다(z=-2.21, p=0.03). 착용
10분 후 선명함, 편안함 및 전체적인 만족도의 모든 영역에서 맞춤형 프리폼 렌즈가 더 우수
하였고, 착용 60분 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저도 근시군 착용 10분 후 선명함 과 전체
적인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착용 60분 후에는 선명함과 전체적인 만족도 모두 맞
춤형 프리폼 렌즈가 더 높았다. 중등도 근시군에서는 착용 10분 및 1시간 후 모두 3가지 영역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저도 근시군의 동체시력은 맞춤형 프리폼 렌즈가 일반 렌즈보다 더 좋았으나, 정지시력
과 입체시력 및 사위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만족도는 맞춤형 프리폼 렌즈가 일반
렌즈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5.00D까지 맞춤형 프리폼 렌즈로
제작된 스포츠 선글라스를 비교적 만족스럽게 착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처방도수
를 결정할 때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명함과 편안함을 비교 및 평가하여 도
수를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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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3

디스플레이 시청 조건이 안구 운동 변수에 미치는 영향
구본엽1), 이두환2), 장만호2), 마기중1)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대전1),
한양대학교 대학원, 해부세포생물학교실, 서울2)

목적: 영상물을 시청하는 동안 안구 운동 추적 장치(Eye Movement Tracking Device, SMI
Co., Germany)를 사용하여 시청 조건이 안구 운동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평균 연령 32.2±17.4세의 108명을 대상으로 30분 길이의 2가지 영상물을 시청하는 동
안 휘도(150nit, 200nit, 300nit), 영상물(표준 색상, 일반 색상), 디스플레이(커브, 플랫), 연령
(20세 미만, 20에서 40세, 40세 초과) 별 안구 운동 변수(동공 직경, 눈 깜박임 횟수 및 눈 깜
박임 지속 시간, 주시 횟수 및 주시 지속 시간, 홱보기 횟수 및 지속 시간 그리고 홱보기 진폭
및 속도)의 변화 및 유형을 분석하였다.
결과: 시청 후 동공 직경, 주시 횟수, 주시 지속 시간, 홱보기 횟수는 감소하였으며, 눈 깜박임
횟수, 눈 깜박임 지속 시간, 홱보기 지속 시간, 홱보기 진폭, 홱보기 속도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시청 시간을 3분 간격으로 구분하였을 때, 동공 직경, 주시 횟수, 홱보기 횟수는 9분
까지 감소, 24분까지 증가 및 30분까지 감소하는 유형을 보였으며, 눈 깜박임 횟수는 이와 반
대로 동일한 시간 구간에서 증가, 감소 및 증가 유형을 보였다. 시청 조건이 안구 운동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휘도와 디스플레이는 동공 직경, 연령은 동공 직경, 주시 횟수 및
홱보기(횟수, 지속 시간 및 진폭)에 영향을 주었다.
결론: 시청 조건에 따른 안구 운동 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휘도, 디스플레이 및
연령과 동공 직경, 주시 횟수 및 홱보기(횟수, 지속 시간 및 진폭)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p<0.05). 영상물 시청 후 안구 운동은 감소, 증가 및 감소하는 특정 유형을 보였다. 이는 눈
의 피로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시자극의 노출에 따른 생리학적인 적응과정으로 보이지만, 이
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청 시간을 더 길게 확장시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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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4

부등시 교정용 시험렌즈세트 개발 및 유용성 평가
노규태1), 장만호2), 마기중1)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대전1) ․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성남2)

목적: 부등상시 측정 및 보정을 위한 검사용 렌즈를 개발하고, 개별맞춤형으로 처방된 부등상
시 보정안경의 임상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부등시 교정도수에 따른 부등상시도 측정용 메니스커스형 시험렌즈세트와 부등상시 보정
용 평면 및 마이너스 도수의 배율렌즈를 개발하였다. 좌우안 등가구면 교정도수 차이가 1.50D
이상인 부등시자(31명)를 대상으로 부등상시 보정안경의 교정시력과 입체시력의 개선 정도와
설문을 통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부등상시 측정용 마이너스 구면렌즈(-0.25D ∼ -6.00D; 0.25D step)(24조), 플러스 구
면렌즈(+0.25D ∼ +4.00D; 0.25D step)(16조) 및 원주렌즈(-0.25D ∼ -4.00D; 0.25D
step)(16조)를 제작하였다. 부등상시 검사용 사이즈렌즈[0.00D, +0.5% ∼ +6.0%(0.5% 단
계)](12조), 배율 +1.0%와 +2.0%의

마이너스 부등상시렌즈[-0.25D ∼ -6.00D(0.25D 단

계)](24개)를 제작하였다. 현재 사용하는 안경보다 부등상시 보정안경의 양안 도수차이는
0.39D 정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교정시력은 좌우안 모두 단안시력이 0.08 정도 향상되었다.
부등상시도는 1.0% 정도 감소하였고, 입체시력은 현재 안경(87.7±32.6초각)보다 부등상시 보
정안경(41.9±10.1초각)에서 두 배 정도 향상되었다. 모든 항목에서 주관적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하루 착용시간이 증가하였으며, 더 빨리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등상시 측정 및 보정용 시험렌즈를 이용하여 개인맞춤형 부등상시
교정렌즈를 적절하게 처방할 수 있고, 시력과 입체시력 및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
나, 처방안경의 두께를 감소시키고 외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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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5

EVOLUTION OF SOFT CONTACT LENS MATERIALS
Osbert Chan, Daun Kim and Joonsang Lee
Bausch and Lomb

Currently there are two main categories of soft contact lens materials available in the
market namely hydrogels and silicone hydrogels. This article provides a summary of the
pros and cons of these materials and suggests a new type of material that could be a
new direction for material development moving forward.
Hydrogel lenses are biocompatible, hydrophilic, comfortable to wear, and have excellent
optical properties. However, the oxygen transmissibility (Dk/t) of hydrogel lenses is
limited by its water content and the lens thickness. A higher percentage of water will
provide greater oxygen transmissibility but high water content materials are also more
prone to dehydration.
Silicone hydrogels (Si-hys) were first introduced in 1999. Silicone was added to hydrogel
to increase the oxygen permeability and eye care professionals had hoped that this
material can resolve most of the issues related to contact lens wear. Si-hys have
offered multiple times increase in Dk/t over hydrogels, but they have not reduced the
incidence of microbial keratitis nor contact lens drop-out rate. In addition, si-hys are
not perfect for every patient, they are generally stiffer (with higher modulus) and are
more likely to induce ocular complications due to its mechanical properties. Si-hy lenses
are also associated with lens surface issues and an increased risk of infiltrative events.
The addition of silicone does not seem to be without problems. Si-hy is an important
step, but not a big leap and definitely not the only choice for our patients.
A new material called Hypergel was developed using the concept of bio-inspiration.
Scientists have learnt from the eye and applied three bio-inspired features to make the
material works like the eye. Firstly, hypergel has 78% of water content and that matches
the water content of the cornea. Secondly, it meets the oxygen level the open eye
needs to maintain healthy white eyes. Thirdly, it mimics the lipid layer of the tear film to
prevent dehydration. Without the addition of silicone, this material can meet the oxygen
need of the open eye and can resist dehyd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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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6

To compare the pre-lens tear break up time measured at 12 hours
for 4 types of daily disposable contact lenses
Tomy Lo Ph.D. and Osbert Chan Ph.D.
Bausch and Lomb (Hong Kong) Ltd.
Purpose: Non-invasive tear break up time (NITBUT) is a test commonly used by
clinicians to measure the stability of the tear film.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NITBUT of the Bausch and Lomb Biotrue Oneday (BT) Daily Disposable contact lenses
against 3 other commercially available daily disposable lenses to see if BT can provide a
more stable pre-lens tear film over the other 3 types of lenses at 12 hours of lens
wear.
Methods: Twelve existing contact lens wearers were recruited to wear 4 types of contact
lenses each for a day of at least 12 hours. Other than BT, the other 3 test lenses were
the daily disposable lenses made of etafilcon A (AV), narafilcon A (TE) and delefilcon A
(DT1) materials. Each subject was assigned the lenses without knowing the brand of the
lenses.

Baseline NITBUT was first measured with no lens in the eye and pre-lens

NITBUT was measured again at 12 hours after the lenses were worn.
The NITBUT was measured using Oculus Keratograph 5M. This instrument measures the
NITBUT objectively using infrared illumination which is invisible to the human eye and
can prevent glare or bright light irritation during examination.
Results: NITBUT was provided by the instrument as “first break” and “average break”
values. In this study, the first break value was analyzed because that was the time when
the break-up of tears was first detected by the instrument, and that matches with what
the clinicians normally do in measuring NITBUT.
The NITBUT for the nesofilcon A lens (BT) was longer than that for all the other 3 lens
types in 10 out of the 12 subjects (83%). The mean TBUT for BT, AV, TE, DT1 was
respectively 17.9 ± 4.3 sec, 9.5 ± 3.3 sec, 8.3 ± 5.9 sec and 8.8 ± 3.6 sec. Not only
is the difference in NIT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paired t-test – nesofilcon A
(BT) Vs each of the 3 lens types), but also the NITBUT for BT is about double than that
for all the other 3 types of lenses.
Conclusion: The NITBUT for the nesofilcon A lens (BT) measured at 12 hours was about
double than that for the other 3 lens types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Biotrue Oneday provides a more stable
pre-lens tear film than the other 3 types of daily disposable lenses at 12 hours of lens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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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7

소아 및 청소년기 난시 유병률에 관한 연구
예기훈1), 이완석2)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1), 성덕대학교 안경광학과2)

목적: 난시는 시력장애와 약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아 및 청소년의 난시 유병
률의 추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 본부에서 시행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만

5세에서

만

18세의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병률의 유의성은

SPSS(Ver18.0) 통계 프로그램의 분산분석을 통해 검정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처리하
였다.
결과: 연령별 난시 유병률은 5-6세는 50.0%, 7-9세는 33.8%, 10-12세는 48.8%, 13-15세는
67.7%, 16-18세는 63.4%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체 대상자 중 51.7%가 난시 유병률을 나

타내었다. 근업활동이 증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난시의 유병률은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0).
결론: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난시유병률은 증가하였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뀌는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신체적인 성장, 각
종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의 증가, 그리고 다양한 학습량의 증가로 인한 근거리 작업이 급증
하는 시기이다. 근업 후 충분히 안구운동을 휴식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근시안으로 진행될 확
률이 높아지고, 이는 근시성 난시의 유발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장기 소
아 청소년기에 있어 난시량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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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8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입학동기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및
학과적응에 관한 연구
예기훈1), 김세진1), 최가을2)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1), 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2)

목적: 안경광학과에 입학한 재학생들의 입학동기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및 학과적응도를 알아
보고자 한다.
방법: 안경광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학과적응을 인지적 차원, 정서적 차원,
환경적 차원 4항목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SPSS(Ver18.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비
교 분석하였다. 유의수준 p<0.05로 처리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의 입학동기는 36.9%의 학생이 주변인의 권유(부모님, 교사, 친지,
선후배, 친구 등)를 고려해서, 21.0%가 수능성적을 고려해서, 17.8%가 전공의 독특성(전문성)
을 고려해서, 16.4%가 취직용이성을 고려해서, 7.9%가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해서 안경광학과
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해서 선택한 학생들이 대학생활 및 학과적응
중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의 적응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입학동기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 인지적 차원의 적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 입학동기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및 학과적응을 분석하여, 안경광학과에 부적응하여 힘들
어 하고 있는 학생들의 중도탈락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mail : eyelovebaekseok@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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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9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전공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
예기훈1), 김세진1), 최가을2)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1), 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2)

목적: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병역 유무를 조사하여 병역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한다.
방법: 안경광학과 학생들 중 병역 미필, 병역 필, 해당사항 없는 학생으로 구분하여 병역에 따
른 전공만족도를 조사 연구하였다. SPSS(Ver18.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로 처리하였다.
결과: 학생들 중 병역을 필한 학생들의 일반만족도는 3.68, 인식만족도는 3.52, 관계만족도는
3.58, 교과만족도는 3.80로 병역에 관한 다른 그룹의 학생들보다 모든 항목에서 전공만족도를
높게 나타내었다. 병역 미필 학생들은 병역에 해당사항이 없는 그룹보다 일반적 만족도와 인식
적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설문 대상의 평균 만족도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 병역을 마치고 복학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병역이 전공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지도할
때 이와 같은 병역의 긍정적인 영향을 활용하면 재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여서 중도탈락율
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mail : eyelovebaekseok@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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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0

고등학교 출신 유형에 따른 안경광학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예기훈1), 김세진1), 홍경희2)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1), 을지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과2)

목적: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의 고등학교 출신 유형을 조사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방법: 안경광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의 문과 출신 학생과 이과 출신 학생으로
구분하여

대학생활

적응

및

학과적응과

학업성취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Ver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로 처리하였다.
결과:

출신 고교에 따른 인지적 차원의 학과적응은 이과 출신 학생들이 3.82로 문과 출신 학

생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외의 학과적응과 대학생활 적응도는 문과 출신 학생과 이과출신 학
생들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학과적응 중 정서적차원의 적응도가 다른
항목의 적응도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출신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나타내었으며(p=0.00), 이는 이과의 교육과정과 안경광학과에서 배우는
학문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이과출신의 학생들이 다소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고등학교 출신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해 안경광학과 전공 학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되리라 사료된다.

E-mail : eyelovebaekseok@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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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1

3년제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출신고교에 따른 전공만족에 관한 연구
예기훈1), 김세진1), 홍경희2)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1), 을지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과2)

목적: 3년제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출신고교를 조사하여 이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한
다.
방법: 3년제 안경광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일반만족도, 인식만족도, 관계만족도,
교과만족도 항목을 분류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이용된 설문지의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리커트 척
도로 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Ver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p<0.05로 처리하였다.
결과: 출신고교에 따른 전공만족도 항목 중에서 사회적 만족도가 3.43으로 가장 높았다. 일반
만족도(p=0.05)와 인식만족도(p=0.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 출신
학생들은 3.43으로 교과과정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과 출신 학생들은 3.57로 인식만족도
가 가장 높았다. 기타(정원 외) 입학생들은 다른 출신고교 학생들에 비해 모든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중 인식만족도는 3.94로 나타내었다.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전공 만족도
중 관계만족도와 교과만족도 항목에서 3.45로 나타내었다.
결론: 출신고교에 따른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분석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지도에 활용하여 변화하는 미래에 부합하는 전문안경사
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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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2

정시안과 비정시안의 건성안 설문조사 (McMonnies - DEQ)로 알아본
자각적 불편감과 순목횟수
안 수 용1) . 김 인 숙2)
초당대학교 안경광학과1)2)

목적: 건성안은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공간이 실외에서 실내로 이동되어 나타나고, 나이가
들수록 많이 나타나는 안구표면의 이상이다. 건성안을 진단하는 방법은 다양하여 정확한 진단
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건성안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은 자각증상, 눈꺼풀 사
이 안구 표면의 손상, 눈물의 불안정, 눈물의 고삼투압을 보인다. 본 연구는 콘택트렌즈 사용
비율이 높고 건성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성안
진단을 통해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처방시 건성안으로 인한 콘택트렌즈 불편함을 줄이는데 도
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법: C 대학교 학생 20대 100명(남자 27명 여자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 대
상자는 안과수술 경력이 없고, 누액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대상으로
나이, 성별을 구분하여 시력교정 여부, 콘택트렌즈의 사용여부, 콘택트렌즈 사용 중 건성안의
대표 자각증상 등을 조사하였다.
1. McMonnies' - DEQ: 건성안과 관련된 임상 요인 경험 정도를 물어보는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0-42점까지 나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정한 설문문항을 응답자에게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점수가 15점 이상일 경우 건성
안으로 판별하였다. 2. 렌즈 착용 전 느끼는 자각증상 조사 : 비정시안의 자각적인 불편감에
대한 9가지 항목에 점수를 체크하도록 조사하였다. 각 항목별로 불편감의 정도가 심할수록 1
점부터 5점까지 높은 점수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Tiredness(피곤), Dryness(건조), Stiffness
(뻑뻑함), Stining(따끔), Ichhing(가려움), Burning(작열감), Glaring(눈부심), Redness(충혈),
Irritation(염증)을 선정 하였다. 3. 순목 횟수 측정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분
간 순목 횟수를 각각 3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1. 시력교정 유무 : 대상자중 비정시안 54명 중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동시 착용하는 인
원은 34명(62.9%), 콘택트렌즈만으로 시력 교정하는 하는 인원은 20명(37.1%), 정상안은 46
명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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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안
34

콘택트렌즈

46
20

콘택트렌즈 & 안경

Fig.1. 시력 교정 유무
2. McMonnies &

DEQ ;건성안으로 인한 증상 이외에도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나, 질환 유무

및 투약 여부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고 있으나,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고 특히, 만성질환을
갖는 경우가 드문 대학생들에게는 의미 없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건성안 환자들이 토로하는 증상을 확인하는 문항에만 집중하기로 하였다. 제일 먼저 정시
안과 비정시안으로 구분하여 각각 건성안과 비건성안의 숫자를 비교해보았다. 비정시안이 콘택
트렌즈나 안경착용으로 인하여 정시안보다 건성안 숫자가 높았다. 비정시안에서 건성안은 과반
수가 넘었지만 정시안에서는 오히려 비건성안의 숫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높았다[Fig. 2].

건성안

12
18

비건성안

28
42

Fig. 2

정시안과 비정시안에서의 건성안 비교.

비정시안 중 에서 콘택트렌즈만 착용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인원과 콘택트렌즈와 안경 둘 다
사용하는 인원을 나누었다. 콘택트렌즈와 안경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인원에서 건성안의 숫
자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결과로 보아 콘택트렌즈를 일정시간 이상 착용하면 건성안 유
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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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성안
9

1
19

비건성안
25

Fig. 3 시력교정 종류에 따른 건성안 비교
McMonnies' - DEQ 설문지 4가지 요인에 초점을 두어 결과 값을 나타내어 보았다. 자각증상
으로 보았을 때 콘택트렌즈 착용자 또는 콘택트렌즈와 안경을 같이 착용자에서 건성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대표적으로 건조함과 충혈, 눈의 피로 항목에서 높은 숫자를 나타내었다.
정상안 에서도 건성안의 숫자가 높게 나왔는데 개인차도 있지만 요즘 환경이 근거리 작업위주
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온 결과 값 이라고 추측해보았다[Table 1].
Table.1 정시안과 비정시안의 McMonnies' - DEQ 결과
contact lens
wearers
Non-wearers
Contact

lens

Glasses

&

Distribution
Non-dry eye
Dry eye
Non-dry eye
Dry eye
Non-dry eye
Dry eye

McMonnies' - DEQ
6
9
30
16
12
17

3. 자각적 착용감에 대한 설문조사 : 선행연구 결과 비교를 위해 건조감 (dryness), 염증
(irritation), 충혈 (redness), 피곤함 (tiredness), 작열감 (burning), 뻑뻑함 (stiffness), 따가움
(stining), 가려움 (itching), 눈부심 (glaring) 등 9가지 항목에 1~5점 사이의 점수로 답하도록
했고 해당 항목에 대한 불편감이 없을수록 낮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기존에 렌즈를 착용하
던 사람들에게 착용 전 건조함이나 건성안의 자각 증상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사용기간에 따
른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함과 건조함을 많이 느꼈다. 작열감이나 눈부심 증
상은 극히 드물었다. 렌즈로 인한 건성안도 있겠지만 평소 생활습관과 환경의 요인이 일정부분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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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함
뻑뻑함
가려움
눈부심
염증

19
5
15
6
14
5
7
1
10
3
4
1
02
18
3
5
1

정시안
비정시안

0 6.2512.518.7525

Fig. 4 렌즈 착용자들이 착용 전 느끼던 자각증상
4. 순목 횟수 : 정상안과 비정시안의 순목 횟수를 비교하였을 때 비정시안의 순목 횟수가 더
높았다. 정상안에서 순목 횟수를 초과하는 사람은 10명(21.7%) 비정시안 중에서 순목 횟수를
초과하는 사람은 16명 (29.6%)이었다. 그중에서도 콘택트렌즈로만 시력교정을 하는 사람은 9
명(45%)였고 안경과 콘택트렌즈 둘 다 사용하는 사람은 17명(50%)이었다. 이 결과로 보아 콘
택트렌즈만 이용했을 때 더 순목 횟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다. 환경적인 요
인과 일상생활 습관으로 건성안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5].

30
25
20

정상안

15

C.L

10

C.L & glasses

5
0
12

Fig. 5

more
12

정시안과 비정시안의 순목 횟수 비교

결론 : 본 연구는 20대 남녀 대학생 100명 중 정시안 46명과 비정시안 54명을 대상으로 건성
안 증상의 분포와 자각적 증상을 조사하여 콘택트렌즈 착용시 자각적 증상을 McMonnies –
DEQ 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McMonnies' - DEQ 에 의한
건성안은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45% 이고, 비 착용자가 21.7% 로 조사되었다. 렌즈를 착용하
기 전에 기본적인 불편감에 대한 9가지 항목을 분석한 결과 개인차가 나타났지만, 렌즈만 착용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건성안 증상을 느끼고 있었다. 건성안에서의 렌즈착용은 건조감과 뻑
뻑함을 증가시켜 과도한 이물감을 유발하였고, 순목 횟수의 증가를 야기 시켰다. 특이한 사항
은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대부분이 여자(83.3%)였다. 이는 콘택트렌즈가 시력보정이라는 목적
이외에 미용상 목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mail : iskim@chod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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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3

목포지역 3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굴절 이상안 실태조사
김 인 숙
초당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근거리 작업이 증가하면서
성인에서 어린이인 초등학생까지 시력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성장변화가 빠르고 시력 또한 변화가 많은 시기로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목포시 소재 3개 초등학교의 초등학생들의 굴절이상안과 폭주근점 부분
실태를 파악하여 목포지역 초등학생들의 굴절이상 현황 파악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방법: 목포시 3개의 초등학교 전교생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대성초 293명 연동초 238명
용호초 281명 총 812명을 조사하였다. 굴절이상 측정은 A.R(Hubitz HRK-8000,
자동안굴절력계)로 측정하고 A.R 측정 결과 값에 구면 값의 오차는 ±0.50D 감안하여
−0.50D<~< +0.50D인 경우 정시로 구분하고 난시안은 원주 값의 오차 ±0.25D 감안하여
굴절 부분 이상으로 포함시켰다. 폭주근점 검사는 뽀쪽한 지시봉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1. 굴절이상안 학교별 분류 :3개 초등학교 굴절이상안을 학교별로 나눈 결과
대성초등학교 293명 중 정상안 85(29.01%)명 굴절이상안 208(70.99%)명 연동초등학교 238명
중 정상안 87(36.55%)명 굴절이상안 151(63.45%)명 용호초등학교 281명 중 정상안
100(35.58%)명 굴절이상안 181(64.42%)명으로 나타났다[Fig 1].

Fig.1

굴절이상안 학교별 분류

2. 굴절이상안 학년별 분류: 3개 초등학교 굴절이상안을 학년별로 나눈 결과 1학년 127명 중
정상안 54(42.51%)명 굴절이상안 73(57.49%)명, 2학년 114명중 정상안 55(48.24%)명 굴절이
상안 59(51.76%)명, 3학년 121명 중 정상안 44(36.36%)명 굴절이상안 77(63.64%)명, 4학년
147명중 정상안 46(31.29%)명 굴절이상안 101(68.71%)명, 5학년 총 144명 중 정상안
35(24.30%)명 굴절이상안 109(75.70%)명 6학년 총 159명 중 정상안 40(25.15%)명 굴절이상
안 119(74.85%)명으로 나타났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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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굴절이상안 학년별 분류
3. 굴절이상안 성별 비 : 3개 초등학교 굴절이상안을 성별의 비율로 나눈 결과 남자 총 384명
중 정상안 136(35.41%)명 굴절이상안 248(64.59%)명 여자 총 428명중 정상안 136(31.77%)명
굴절이상안 292(68.23%)명으로 나타났다[Fig 3].

Fig. 3 굴절이상안 성별에 의한 분류
4. 폭주근점 이상 : 3개 초등학교 폭주근점 부족안을 남녀 성별로 나눈 결과 총원 812명 중
747(91.99)명 65(8.01)명으로 나타났다[Fig 4].

Fig. 4 폭주근점 부족안 분류
결론: 본 연구는 목포지역 3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굴절 이상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3개 초등학교 굴절이상은 학교별 비율은 비슷하게 나왔고, 성별은 여자쪽이 더
높게 나왔으며, 학년 별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굴절이상안 비율이 높아졌다. 목포지역 3개
초등학교의, 굴절이상안의 비율은 예상했던 결과 값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졌다. 굴절이상의 경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안경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정확한 교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시력검사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 씩은 실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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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지만 본 조사 결과와 같이 고학년 일수록 굴절 이상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컴퓨터 작업을 통한 학업증가와 대부분의 학부모가 눈에
관련해서는 무관심한 사항이 아울러져 굴절이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탔으며 안경을
착용하면 미용상 나쁘다와 안경을 착용하면 눈이 더 나빠진다는 잘못된 상식의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굴절 이상안 관련 문제는 규칙적으로 검사 해줄 필요가 있고, 폭주근점
검사에서 폭주부족의 비율은 적었지만 폭주 부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시기능
훈련을 통하여 폭주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 보건 차원에서 학생들의 시력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iskim@chod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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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4

안과근무 안경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정숙 ․ 배현주 ․ 엄정희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마산

목적 : 부산/경남 안과병원에 근무하는 안경사를 중심으로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의 수준을
알아보고 관계를 분석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자신의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방법 : 부산/경남의 안과병원에 근무하는 안경사 105명을 대상으로 2014년 2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설문조사하여 일반적인 특성, 직무만족도, 직무태도, 직무자율성, 직무책임감, 자기효
능의 상관성을 SPSS 2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 직무만족도, 직무태도, 직무자율성, 직무책임감, 자기효능에 대한 평균은 각각 3.12점,
3.35점, 3.29점, 3.50점, 3.4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 비교에서 직무자율
성은 남자 3.57±0.44, 여자 3.19±0.5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74, p=0.00), 학력이 높
을수록 자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F=6.348, p=0.03). 직무책임감은 20대 3.45±0.51, 30대
3.72±0.36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t=-2.20, p=0.03), 미혼 3.47±0.50, 기혼 3.72±0.33으로
기혼자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29, p=0.04). 직무태도는 미혼 3.31±0.54, 기혼
3.71±0.5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25, p=0.04)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태도는 좋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1.68, p=0.16). 자기효능감은 직무태도(r=0.35, p=0.00), 직무자율
성(r=0.52, p=0.00), 직무책임감(r=0.29, p=0.003), 직무만족도(r=0.40, p=0.00)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결론 : 부산/경남 안과병원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변수이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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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y

Nunbers(%)

Male

27(25.7)

Female

78(74.3)

Married

11(10.5)

Unmarried

94(89.5)

≤29

86(81.9)

30-39

19(18.1)

College

97(92.4)

University

7(6.7)

Master more

1(1.0)

Less than 1 year

18(17.1)

1~3 year

40(38.1)

4~6 year

35(33.3)

7~10 year

6(5.7)

More than 11 year

6(5.7)

gender
marital status
Age

education

Tenure(year)

Less than 150

20(18.9)

Monthly income

150~250

72(67.9)

(10,000won)

250~300 18

7(6.7)

More than

6(5.7)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to Job factors.
Job Attitudes

Job Autonomy

Job Responsibility

Job Satisfaction

r

0.35**

0.52**

0.29**

0.40**

p

0.00

0.00

0.003

0.00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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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5

안과근무 안경사의 직무태도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김정숙 ․ 배현주 ․ 엄정희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마산

목적 : 부산/경남 안과병원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관점에서 직무 수행 시 그들의 직무태도가 고
객에 대한 서비스 행동(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의료서비스 경영의 경쟁력 확보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 경남/부산의 안과병원에 근무하는 안경사 1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2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설문조사하여 조직지원, 동료지원, 고객지향성, 직무태도의 관련성을 SPSS 2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 안경사의 조직지원과 고객지향성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나 동료지원과는 상관성이
없었다. 직무태도인 직무만족과 직무몰입 모두 고객지향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 : 조직의 지원이 클수록 직무태도와 고객지향성이 높아지므로 인센티브 활성화, 경쟁력
있는 급여, 직무환경의 향상 등의 조직지원 향상과 업무 시 발생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 육성책 등의 방안이 의료서비스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요인으로 사료
된다.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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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6

칼라필터 렌즈에 따른 대비감도의 변화
임승택1), 서재명, 허민영2)
광양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1), 전남대학교 안과병원2)

목적: 파장과 표적의 노출시간에 따라 대비감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시재활치료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안질환이나 병력이 없는 2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비감도를 측정하였다. 대비감도는 소
프트웨어 프로그램 Morphonome을 사용하여 변인으로 33 ms, 233 ms의 표적의 노출시간과
2 cpd, 4 cpd, 6 cpd, 8 cpd, 10 cpd의 공간주파수를 선택했다. 필터렌즈로는 Chromagen사
의 Yellow(YF), Orange(OF), Green(GF)을 선택하여 단안 측정한 값을 토대로 파장별, 노출시
간별, 공간주파수 간 대비감도의 변화를 분석했다.
결과: 노출시간이 33 ms 보다 233 ms 일 때
1. 전체적으로 대비감도가 0. 상승했으며
2. 대비감도의 최대값이 4 cpd에서 나타났으며
3. 필터렌즈 없는 나안의 경우 대비감도의 6 cpd에서 8 cpd로 이동했으며
4. 나머지 모든 필터렌즈의 경우 4 cpd에서 최대의 대비감도 값을 보였고
5. YF의 경우 전역대의 공간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대비감도를 나타냈다.
노출 시간이 33 ms인 경우 필터렌즈가 없는 나안일 때 대비감도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순간 반짝이는 물체보다 그렇지 않은 물체에서
1. 전체적으로며 지각력이 우수하고
2. 지각도는 사물의 크기에 비례하며
3. 필터렌즈 없는 나안의 경우 지각의 최대치는 보다 작은 물체에서 나타나며
4. 나머지 필터렌즈들은 사람이 가장 예민한 감도를 갖는 크기(4 cpd ≙ 시력 0.13)에서 지각
도가 가장 높으며
5. 노랑색 필터렌즈가 사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른 필터렌즈보다 지각도를 높인다.
순간 반짝이는 물체는 필터렌즈를 사용할 때 보다 필터렌즈가 없는 나안일 때 지각도가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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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7

460 nm 부근 단파장의 차단이 대비감도에 미치는 영향
김슬아, 조현국, 문병연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460 nm 부근의 청광의 유해성이 대두되면서 청광차단렌즈가 대중화되고 있다. 500 lx와
5 lx의 조명에서 노란색착색렌즈와 청광차단렌즈를 사용하여 대비감도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20대 성인남녀 44명을 대상으로 500 lx와 5 lx에서 원거리와 근거리, 단안과 양안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원거리 대비감도 시표는 Hamilton-Veale Contrast Sensitivity Test
(Hamilton-Veale, U.S.A.)를 사용하였으며, 근거리 대비감도 시표는 Adult Near Contrast Test
Booklet (Richmond Products, U.S.A.)를 사용하였다.
결과: 원거리 대비감도는 단안과 양안 모두 일반렌즈, 청광차단렌즈, 노란색 착색렌즈 순으로
높았다. 단안의 근거리 대비감도는 일반렌즈, 노란색 착색렌즈, 청광차단렌즈 순으로, 양안에서
는 일반렌즈, 청광차단렌즈, 노란색 착색렌즈 순으로 높았다.
어두운 조명에서 원거리 대비감도 감소율은 일반렌즈 58.98%, 노란색 착색렌즈 62.89%, 그
리고 청광차단렌즈는 60.94%였으며, 근거리에서의 감소율은 일반렌즈 61.85%, 노란색 착색렌
즈 64.11%, 청광차단렌즈 63.06%로 측정되었다.
결론: 노란색착색렌즈와 청광차단렌즈의 사용이 오히려 일반렌즈보다 대비감도 감소로 인하여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는 시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노란색착색렌즈와 청광차단렌즈
의 사용은 생활패턴과 주로 생활하는 환경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bymoon@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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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8

Correlation analysis of the exophthalmetry of dominant eye and visual
function
Guenhei Kim, Hyeran Noh
Departmen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rpose: This study wa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exophthalmetry of dominant eye
and visual function.
Methods: 200 adults without ophthalmophathy and general disease was examined. Used
the hertel's exophthalmometer, measure the exophthalmetry dominant eye. Examination
with three repetition for visual function element

using the accommodaion target, PD

meter and Phoropter.
Results: For examination value, the exophthalmetry is 13.62±1.07 mm, myopia is –
2.48±1.91, distance exophoria is 3.51±1.78, near exophoria is 5.73±2.44, near point of
convergence 9.63±2.82 cm, and near point of accommodation 21.73±10.28 cm. while
increased exophthalmetry of dominant eye, the unaided visual acuity, myopia and
astigmatism are decreased. On the other hand, distance exophoria, distance esophoria,
near exophoria, near point of convergence and near point of accommodation also
increased, while exophthalmetry of dominant eye is increased.
Conclus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function and exophthalmetry of dominant
eye are found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t could be the clinical criteria for
prescription binocular inspection.

E-mail : hrnoh@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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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9

운무법에서 진한선 이동에 대한 고찰
임병완, 김현일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운무법에서 실린더 굴절력 및 축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피검자가 인식하는 방사선 시표
의 진한선 이동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교정방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검사를 위한 전제조건은 교정 실린더 축은 의도적으로 5° 오류를, 실린더 굴절력은 원래
교정 값에서 의도적으로 -0.5D 혹은 -0.75D 감소 및 증가시켰다. 첫 번째 검사는 운무상태에
서 실린더 축을 먼저 교정하고, 실린더 굴절력을 교정하였고, 두 번째 검사는 운무상태에서 실
린더 굴절력을 먼저 교정하고, 실린더 축을 교정하였다. 실린더 굴절력 오류 및 축 오류를 비
교하였다. 정난시(-1.00D~-2.50D)가 존재하는 34명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원래의 실린더 굴절
력 및 축에서 얼마의 오류가 발생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결과: 실린더 굴절력 오류 및 축 오류는 각각 절댓값 0.25D 및 1° 보다 작았고, 실린더 축 오
류가 5° 이하인 경우 15° 간격의 방사선시표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인식된 진한선 이동 값이 45°보다 작은 경우 실린더 축 오류 존재 및 실린더 굴절력이 약하다.
-인식된 진한선 이동 값이 45°인 경우 실린더 축 오류만 존재하고, 실린더 굴절력은 올바르다.
-인식된 진한선 이동 값이 45°보다 큰 경우 실린더 축 오류 존재 및 실린더 굴절력이 강하다.

결론: 운무법을 통한 난시교정에서 진한선의 이동에 근거하여 15° 간격의 방사선 시표에서 다
음과 같이 제시 될 수 있다.
① 인식된 진한 선 이동 값이 45° 보다 작은 경우 실린더 굴절력을 증가시켜 처음에 인식한
진한선 방향에서 진한 선을 45° 정도 떨어지게 이동시킨다. 그 후에 모든 선 방향들이 균일하
게 진할 때까지 진한선 이동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실린더 축을 이동시켜 교정한다.
② 인식된 진한선 이동 값이 45°인 경우 모든 선 방향들이 균일하게 진할 때까지 진한선 이동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실린더 축을 이동시켜 교정한다.
③ 인식된 진한 선 이동 값이 45° 보다 큰 경우 실린더 굴절력을 감소시켜 처음에 인식한 진
한선 방향에서 진한 선을 45° 정도 떨어지게 이동시킨다. 그 후에 모든 선 방향들이 균일하게
진할 때까지 진한선 이동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실린더 축을 이동시켜 교정한다.

E-mail : hyunik@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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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0

반사상의 모양에 따른 구면·비구면 안경렌즈의 구별방법
홍새롬, 서은선,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형광등 모양에 따른 렌즈위의 반사 길이와 모양을 이용하여 구면렌즈와 비구면렌즈의 구
별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렌즈의 종류는 중굴절(1.56)구면·비구면, 고굴절(1.60)구면·비구면,의
굴절력 +1.00D, +3.00D, +5.00D, -1.00D, -3.00D, -6.00D인 렌즈를 사용하였다. 높이
48cm인 테이블 중앙의 모눈종이 위에 광학중심점을 표시한 렌즈를 놓는다. 바닥으로부터
95cm의 높이에서 카메라(450D, Canon, Japan)로 형광등 모양에 따른 렌즈에 반사된 빛을 찍
고 Photoshop software(Adobe Photoshop CS5,Adobe Systems Incorporated, United states
)를 이용하여 반사 빛 길이를 측정하였다(1 Fixel=0.264583).
결과:

사각모양

반사

빛의

넓이는

+1.00D렌즈에서

1.60

sph(1590.69

mm),

1.56

sph(1580.24 mm), 1.56 asp(1294.43 mm), 1.60 asp(780.85 mm)로 측정되었고 +3.00D와
+5.00D에서도 +1.00D렌즈와 같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1.00D렌즈 1.60 asp(831.86
mm), 1.56 asp(633.55 mm), 1.60 sph(582.88 mm), 1.56 sph(543.72 mm)로 측정되었고,
-3.00D와 -6.00D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일자모양 반사 빛의 길이는1.56 sph와 1.56
aph의 차이 값은 +1.00D(17.35 mm), +3,00D(13.71 mm), +5,00D(3.74 mm)로 1.56 asp가
더 길게 나타났으며, (-)렌즈에서 -1.00D(1.98 mm) -3.00D (3.56 mm), -6.00D(2.4 mm)의
차이로 1.56 asp에서 길게 나타났다. 1.60 sph와 1.60 asp의 차이 값은 +1.00D (13.74
mm), +3,00D (10.94 mm), +5.00D(4.68 mm)로 1.60 sph에서 길게 나타났으며, (-) 렌즈에
서는 -1.00D(8.61 mm), -3.00D(2.49 mm), -6.00D(1.48 mm) 의 차이로 1.60 asp가 더 길
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구면렌즈에서는 광학적 중심점과 멀어질수록 빛의 꺽임이 달라 하나의 점으로 초점을 맺
지 못해 수차가 발생하며 이를 보완한 비구면렌즈에서는 빛의 꺾임이 일정하여 수차가 줄어들
어 반사상이 더 크게 보였다. 굴절력이 클수록 빛을 꺾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상의 크기는 작
아진 것으로 보인다.

E-mail :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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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1

O2O 시대 안경원 생존전략: 고객들이 인지하는 공감성이 가치, 구전의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심재후1),
동신대학교

1)

,

양회창2), 유근창1)
장안대학교 유통경영과2)

목적 : 본 연구는 최근 O2O(online to Offline)시대의 소비자행동 변화에 대해 안경원들이 생
존할 수 있는 전략은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의 극대화로 판단하고, 안경원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인지하는 공감성 정도가 소비자들의 실용적, 쾌락적 가치와 구전의도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화된 인과모형을 수립하여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을 통해 다양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안경원에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106명
의 유효 응답지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및 구조방정식 경로분
석을 통해 구전의도 및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최초 연구모형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안경원에 대한 공감성
정도는 실용적 가치, 쾌락적 가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안경원에 대
한 공감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쾌락적 가치는 구전의도, 재방문의도
경로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실용적 가치는 구전의도에만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방문의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편 구전의도는 재방문의도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모형
에서는 “공감성 → 실용적 가치 → 구전의도”를 통해서 재방문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론적 근거와 Jöreskog &
Sörbom(1981)이 제안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를 통해 추가경로를 구성해 분석한
결과 쾌락적 가치는 실용적 가치에, 공감성은 구전의도에 유의미하며, 적합도도 χ2 = 8.416,
d.f = 1, p = .004, GFI = .970, NFI = .973, RMR = .048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안경원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심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안경
원이 가장 신경써야 할 요인은 안경원이 눈을 지키는 준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고객들에
게 제안하여야 하며, 고객들의 실용적가치의 원천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과 접근을 통해
O2O시대에 안경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근 부각되고 있는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은 안경원들이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객들이 실용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동인(motif)
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까지 가격할인 등의 마케팅 기법들이 고
객들의 실용적 가치를 증진시킬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도
쾌락적 가치가 실용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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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2

Spiropyran을 이용한 광변색 콘택트렌즈의 제조
이철우 ∙ 서은선 ∙ 유근창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광변색 물질중의 하나인 spiropyran을 이용하여 자외선에 의해 착색되고 가
시광선에 의해 투명해지는 기능성 광변색 콘택트렌즈를 제조하고자 한다.
방법: HEMA, EGDMA, NVP, AIBN을 공중합하여 하이드로젤 콘택트렌즈를 제조하였으며, 제조한
콘택트렌즈 표면에 에스터화 반응을 이용하여 spiropyran을 코팅하였다.
결과: 제조된 광변색 콘택트렌즈는 자외선에 의해 보라색으로 수 분 내에 변색되었고, 가시광
선에 의해 가역적으로 투명하게 탈색되었다.
결론: spiropyran을 HEMA 하이드로겔 표면에 화학적 결합으로 코팅하여 광변색 콘택트렌즈를
제조하였으며, 야외활동 시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는 기능성 콘택트렌즈의 소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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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3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와 등가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처방의 원·근거리 대비시력 비교
박경희1,2), 유근창2)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1),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2)

목적: 근시성 직난시안에게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와 등가구면처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원거리 및 근거리 대비시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전신질환 및 안과적 수술경험이 없고 시기능에 문제가 없으며, 난시도가 -0.75D이상
-2.25D 이하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원거리 굴절검사는 타각적 굴절검사와 자각적 굴
절검사를 통하여 완전교정굴절값을 결정하고, 원거리는 6m거리에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와 등가구면처방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하여 고대비시력검사를 실시
하였다. 근거리는 40cm거리에서 Richmond Product社의 ETDRS Format Letters 고대비
100%시표와 저대비 10% 시표를 사용하여 시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원·근거리 시력검사값은
Log Mar 시력으로 표기하였으며 등가구면 처방값은 S+C/2를 사용하였다.
결과: 원거리 고대비시력은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처방과 등가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 처방을
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453) 근거리 고대비시력은 토릭 소프트콘택
트렌즈처방과 등가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처방을 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423). 또한 근거리 저대비시력은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와 등가구면 소프
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98).
결론: 근시성 직난시안에게 원거리 고대비시력과 근거리 고대비시력 및 저대비시력에서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처방한 경우와 등가구면처방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선행된 일회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실험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회사별 제작방식 및 재질에 따라 교정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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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4

마독스로드 색상에 따른 원∙근거리 수평사위도과 조절성폭주의 비의 차이
비교
박선화,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마독스로드의 색상에 의해 수평사위도과 조절성폭주의 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시기능에 이상이 없는 대학생 45명(22.40±2.37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동굴절검사
(KR-7100P, Topcon Co, Japan)와 포롭터(Huvitz HRT-7000, korea), 시력표투영기(Huvitz
HDC-7000PF, Korea)를 이용하여 원거리 굴절이상도를 교정한 후 적색 마독스로드와 백색 마
독스로드 그리고 Imbalance Measure card를 사용하여 원∙근거리사위도와 조절성폭주의 비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원거리 사위도는 적색 마독스로드(2.19±3.62△ exo)와 백색 마독스로드(1.79±3.72△
exo)

중

적색

마독스로드로

측정한

외사위도가

더

높았다(0.40±1.14△

exo,

t=2.35,

p=0.023). 근거리 사위도는 적색 마독스로드(4.94±5.21△ exo)와 백색 마독스로드(3.66±5.66
△ exo) 중 적색 마독스로드로 측정한 외사위도가 더 높았다(1.29±2.80△ exo, t=3.09,
p=0.003). 원∙근거리 사위도 모두 적색 마독스로드로 측정한 외사위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경사 조절성폭주의 비와 계산 조절성폭주의 비는 각각 적색 마독스로드(2.46±2.13△/D,
5.23±1.54△/D)와 백색 마독스로드(2.68±2.46△/D, 5.57±1.75△/D) 중 백색 마독스로드로
측정한 조절성폭주의 비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0.22±1.67△
/D, t=-0.89, p=0.376), (-0.36±1.26△/D, t=-1.89, p=0.065)).
결론: 마독스로드의 색상에 따라 검사결과가 약간 차이가 있었으며, 적색 마독스로드로 측정했
을 때 외사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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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5

누진굴절력렌즈의 호칭굴절력, 유효굴절력 차이와
프리즘 굴절력의 비교
최혁,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나주

목적: 안경원에 유통되고 있는 누진굴절력렌즈의 호칭굴절력과 유효굴절력 차이, 프리즘굴절력
을 측정하여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누진굴절력렌즈 137조에 대하여 원용굴절력 측정점, 프리즘 참고점, 근용굴절력 측정점
의 굴절력과 프리즘 굴절력을 자동렌즈미터(CLE060,ESSILOR,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호칭굴절력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통계에는 SPSS Ver.21을 사용하였다.
결과: 호칭원용부 구면굴절력(-0.35±1.96D)과 유효원용부 구면굴절력(-0.21±2.23D)은 유의한
차이(-0.14±0.94D)가
(-0.37±0.51D)과
(0.31±1.37D)가

있는

것으로

유효원용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t=-2.49,

P=0.01),

원주굴절력(-0.69±1.38D)의
나타났다(t=3.79,

P=0.00).

차이

호칭원용부
또한

호칭원용부

원주굴절력

유의한

차이

등가구면굴절력

(-0.53±1.92D)과 유효원용부 등가구면굴절력(-0.54±1.96D)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0.74, P=0.46). 그러나 호칭근용부 등가구면굴절력(1.51±2.26D)과 유효근용부 등가구
면굴절력(1.53±2.29D)의 차이(0.02±0.13D)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7,
P=0.04). 오른쪽렌즈 프리즘참고점의 수직프리즘굴절력(B.D. 1.41±0.53△)과 왼쪽렌즈 프리즘
참고점의 수직프리즘굴절력(B.D 1.46±0.73△)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62, P=0.27). 유효
프리즘시닝 값의 백분율은 가입도의 69.70±20.24%로 나타났다.
결론: 누진굴절력렌즈의 호칭 등가구면굴절력과 유효 등가구면굴절력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지만, 구면·원주굴절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제가공 시에 렌즈미터 확인 후 가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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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6

굴절이상에 따른 누진가입도 렌즈의 호칭굴절력과
유효굴절력 값의 차이 비교
정병환, 공석길, 류근창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비정시의 굴절이상에 따른 누진가입도 렌즈의 유효굴절력과 측정굴절력을 측정하여 비교
해 보고자 한다.
방법: 안경원에 유통되고 있는 A사의 누진 가입도 렌즈 137조를 대상으로 자동렌즈미터(
CLM-3100P, Huvitz, Korea)를 이용하여 원용굴절력 측정점, 프리즘 참고점, 근용굴절력 측정
점의 굴절력을 측정하고 이 값을 등가구면도수로 환산하였다. 통계는 SPSS Ver.21을 이용하였
다.
결과: 정시안에서 누진가입도 렌즈의 원용부 호칭 등가구면 굴절력(0.00 ± 0.00D)과 유효 등
가구면 굴절력(0.03 ± 0.05D)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0). 프리즘 참고점에서 측정된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0.45 ± 0.28D)의 차이 또한 유의하였다. 근용부 호칭 등가구면 굴절력
(1.80 ± 0.50D)과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1.81 ± 0.53D)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23).

근시안은 원용부 호칭 등가구면 굴절력(-2.07 ± 1.59D)과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2.11 ±
1.62D)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0), 프리즘 참고점에서 측정된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
(-1.68 ± 1.62D)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며(P=0.000), 근용부 호칭 등가구면 굴절력(-0.26 ±
1.77D)과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0.26 ± 1.80D)은 유의하지 않았다(P=0.897).
원시안은 원용부 호칭 등가구면 굴절력(1.23 ± 0.78D)과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1.26 ±
0.79D)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000), 프리즘 참고점에서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1.87
± 0.85D)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으며(P=0.000), 근용부 호칭 등가구면 굴절력(3.72 ±
0.93D)과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3.76 ± 0.95D)은 유의하였다(P=0.000).
결론:

호칭굴절력과

유효굴절력의

등가구면

굴절력의

차이는

있었으나,

ISO기준치(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누진가입도 렌즈를 착
용하였을 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mail :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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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과학회지 논문투고 규정
제1조 (원고의 종류 및 성격)
1. 대한시과학회지는 시과학과 관련된 원저 논문(original paper), 증례 보고(case report), 대
한시과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종설 논문(review paper) 등의 형식으
로 독창적이고 참신한 연구결과를 게재한다.
2. 대한시과학회지에 제출된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고, 다른 학술지에서 동시에
심사되고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원고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 저자(들)에게 있으며, 대한시과학회지에 채택되어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시과학회의 영구적인 소유가 되고, 편집위원회의 허락없이 다른 곳에 게
재할 수 없다.

제2조 (원고의 투고 자격 및 제출 방법)
1. 대한시과학회지에 투고되는 원고의 제 1 저자와 교신저자는 대한시과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저자에게 의뢰된 원고는 예외로 한다.
2. 대한시과학회지의 모든 원고는 제 4조에 규정된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 편집위원회로 투고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원고의 제출방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첨 1의 방식에 의한다.

제3조 (원고의 심사 및 게재)
1. 투고된 모든 원고는 3인 이상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제 3조 1항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게재 일자, 권, 호, 순서, 쪽수, 출판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일부 수정을 저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
다.
4. 대한시과학회지는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간행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호, 증간호, 부록 등을 추가로 간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 (원고의 작성 요령)
1. 대한시과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논문의 종류에 무관하게 다음의 사항을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1.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원고는
게재 이전에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원고의 편집형태 및 조판은 별첨 2에 준한다.
1-3. 원고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국문제목, 국문 저자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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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국문초록, 국문 찾아보기 낱말, 본문, 참고문헌, 표와 표설명, 그림(사진)과 그림(사진) 설
명, 영문제목(title), 영문 저자 및 소속(authors and affiliations), 영문초록(abstract), 영문 찾
아보기 낱말(keywords).
1-4. 제목: 원고의 제목은 짧고 명확하며 본문 내용과 잘 일치해야 하고, 가능한 한 약자의 사
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글제목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자 또는 2행 이내로 하고, 영문
제목은 20단어 또는 2행 이내로 하며 조사와 전치사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1-5. 저자 및 소속: 원고의 내용에 해당하는 연구에 학술적인 기여를 한 연구자의 이름을 기
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제시하고,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당시의 저자(들)의 소속기관을 표시한
다.
1-6. 초록: 초록은 전체 논문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이해되도록 쓰여야 하며, 국문초록은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1,000자 이내로 영문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1-7. 찾아보기 낱말: 원고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2~5개를 찾아보기 낱말로 제시하여야
한다.
1-8. 일부 항목의 면제: 저자들 중에 한국인이 없고 원고 전체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
우에는 국문 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초록, 찾아보기 낱말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1-9. 논문의 언어에 무관하게 표와 표 설명, 그림(사진)과 그림(사진)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10.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1-11. 본문: 본문의 항목 구분은 국문의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영문의 경우에는 로마자로
한다.
1-12. 감사의 글: 결론과 참고문헌 사이에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을 둘 수 있다.
1-13.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인용문의 끝에 어깨번호로 표시
하며, 어깨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순서대로 쉼표를 찍는다. 참고인을 본문에 쓸 때는 국
문인 경우 1, 2인은 성명을 모두 쓰고 3인 이상은 “등”으로 표시하며, 영문인 경우 1, 2인은
성만 표기하고 3인 이상은 “et al."로 표시한다.
② 본문 중에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참고문헌에 기재할 수 없다.
③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고찰 다음에 표기한다.
- 정기간행 학술지: 저자, 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페이지, 발행년도.
예) 홍길동, 장길산, 임꺽정 : 한국인 각막형상 연구. 대한시과학회지 1(1), 23-20, 1999.
Lincoln AB, Kennedy CD, Clinton EF : Analysis of Presbyopia. Optom. Vis. Sci. 1(1),
27-35, 2005.
- 단행본: 저자, 책 제목, 판수. 발간지, 출판사명, 인용한 페이지, 출판년도.
예)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 근용안경의 처방, 초판, 서울, 대학서림, pp. 126-128, 2008.
McCartney P, Lennon J : Clinical Neuro-Ophthalmology, 4th ed., Baltimore, 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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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kins, pp. 2102-2114, 1991.
- 특허: 발명자, 특허명칭. 특허등록(또는 출원) 국가, 번호, 연도.
예) 박지성, 안정환 : 월드컵 승리비법. 대한민국특허, KR 10-0002111, 2002.
Rooney W, Owen M : Football eyeglasses, US Patent, 5321000, 2000.
- 인터넷 자료 : 저자, 제목, 서지사항, 자료출처, 자료검색일. 저자와 서지사항 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예) Cameron J : Titanic, 1998. Available at http://www.titatnic.com. Accessed January 1, 2008.
- 학위논문 : 저자, 제목, 학위수여대학교, 학위논문종류, 인용한 페이지, 발행 년도.
예) 조용필 : 돌아와요 부산항, 한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23-30, 2007.
Presley E : Love Me Tender, Tread Mill University PhD Thesis, pp. 53-67, 1955.
1-14. 그림 및 사진은 본문에 포함시켜 원고를 작성하되, 각각 종류별로 본문에 인용된 순서
에 따라 번호를 붙이고 별도의 사진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그림 및 사진에 대한 설명은 영문으
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Fig.”으로 시작한다.
1-15. 표는 본문에 포함시켜 원고를 작성하되, 본문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 야 한다. 표
의 내용과 표에 대한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에 대한 설명은 “Table"로 시
작한다.
1-16. 투고된 원고는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2. 원저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1. 초록: 굵은 글씨체(bold)로 목적(purpose),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의
4개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소항목의 초록내용을 보통체로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기
술한다.
2-2. 본문: 본문은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며, 서론(연구의 목적 포함), 대상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의 순서로 배열하되 필요에 따라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3. 증례 보고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1. 증례 보고는 A4용지 10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3-2. 단순한 검안, 처방, 시기능 훈련의 기록은 증례 보고가 될 수 없으며, 다음 5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내용이어야 한다.
① 희귀한 질환 또는 굴절이상
② 증상이 기존과 현저히 다른 경우
③ 새로운 진단 또는 치료법(교정법)을 실시한 경우
④ 국내 최초의 보고
⑤ 한국인 또는 특정지역에서의 특이한 현상
3-3. 초록: 증례 보고의 초록은 소항목 구분 없이 작성하며, 국문초록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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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이내 영문초록은 100단어 이내의 분량이어야 한다.
3-4. 본문: 증례 보고의 본문은 서론(증례와 연관된 일반적 배경 및 의의), 증례, 고찰, 결론
의 순서로 배열하되 필요에 따라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4. 종설 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1. 종설 논문은 시과학 분야의 특정 주제 전반에 대한 개관과 해설, 전망 등의 내용으로 작
성되며, 편집위원회의 의뢰에 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술한다.
4-2. 초록: 종설 논문의 초록은 소항목의 구분 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소항목을 구분하더라도
각각의 소항목을 저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4-3. 본문: 종설 논문의 본문 형식과 항목 배열 순서는 저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사항)
투고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식과 관례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별첨 1> 원고의 투고처
원고는 대한시과학회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ptometry.net)에서 ‘논문투고’ 메뉴를
통하여 투고한다.

<별첨 2> 원고의 조판요령
원고는 A4 용지 (210 mm × 297 mm) 크기에 글 97 또는 MS Word 2003 이상으로 작성
하 며, 줄 간격은 200% 또는 2행, 글자 크기는 10 포인트, 상하좌우 여백은 2.5 cm를 두어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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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or Author : Instructions and Guidelines

1. Journal Scope
1)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KJVS) is a peer-reviewed academi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the KJVS, original papers, case reports, and review papers that are
requested by the editorial board, are published. The subjects are in the fields of optometry and
vision science.
2) Manuscripts submitted to the KJVS must be neither published nor under a review process in
another journal.
3) Authors are responsible for the contents of their manuscript. When the manuscript is accepted
and published in the KJVS, its copyrights belongs to the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and
it cannot be published in another journal without permission of the editorial board of the KJVS.

2. Author Qualification and Submission
1) Except for manuscripts requested by the editorial board, the first author and the communication
author of the manuscript submitted to the KJVS must be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2) Any manuscript for the KJVS must be written and submitted according to "4. Manuscript
Guidelines" and Appendix 1 as determined by the editorial board.

3. Publication Process
1) Submitted manuscripts must be reviewed by more than three reviewers who are experts in the
field of the submitted manuscript.
2) Final acceptance of manuscripts is determined by the editorial boar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review described in 3-1.
3) Publication date, volume number, issue number, publication order, pages, and publication format,
are determined by the editorial board. The editorial board can ask authors to modify their
manuscripts if needed.
4) The KJVS is printed quarterly (March 31, June 30, September 30, December 31) and additional
printings can be requested by the editorial board as a special issue, additional issue, supplements,
etc.
5) By determination of the editorial board, a publication fee can be charged to the communication
author of the published article.

4. Manuscript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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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l manuscripts submitted to the KJVS have to meet the requirements given below.
1-1. Manuscripts must be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A manuscript written in any other language
must get the permission of the editorial board before publication.
1-2. The page format of the manuscript must follow the instruction in Appendix 2.
1-3. The manuscript must include the following items in the given sequence: title in Korean, author
names and their affiliations in Korean, abstract in Korean, keywords in Korean, main contents,
references, tables and table descriptions, figures and figure captions, title in English, author names
and their affiliations in English, abstract in English, keywords in English.
1-4. Title: The title of the manuscript must be simple, obvious, and consistent with the main
contents. The usage of abbreviation must be suppressed. The length of the title in Korean is limited
to 50 letters (including blanks) or 2 lines. The length of the title in English is limited to 20 words
or 2 lines. Capitalize the first letter of every word in the title except for postpositions and
prepositions.
1-5. Author Names and Affiliations: Author names must be arranged in sequence according to the
academic contribution to the main contents. Their affiliations are presented where the main parts of
research were done.
1-6. Abstract : The abstract must be independently written to contain the whole contents of
manuscript. The length of the abstract in Korean is limited to 1000 letters, including blanks. The
English abstract is limited to 200 words.
1-7. Keywords: Two to five of the most essential words of the manuscript must be presented as the
keywords.
1-8. Waivers: When there is no Korean in the author list and the manuscript is written in English,
the title, authors and affiliations, abstract, and keywords in Korean, can be exempted.
1-9. Table, Table of Contents, Figure, and Figure Captions: They must be written in English
regardless of the manuscript's language.
1-10. The abstract in Korean must be consistent with the abstract in English.
1-11. Main contents: The main contents must be itemized by Arabic number when in Korean and
by Roman numeral when in English.
1-12. Acknowledgment: The acknowledgment can be placed between the conclusion and the
references.
1-13. References
① References are numbered in sequence of citation and presented as a superscription at the end of
cited sentences in the main contents. When the superscription has more than two numbers, they are
distinguished by commas. When the authors of references are referred to in the main contents, their
surnames are written up to the second authors and “et al." must be used for the third and following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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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ny references that were not cited in the main contents cannot be listed.
③ References are placed next to Conclusion with the format given below.
- Periodical Academic Journals: author, title, journal title, volume number
(issue number), page, year.
Example: Lincoln AB, Kennedy CD, Clinton EF : Analysis of Presbyopia, Optom. Vis. Sci. 1(1),
27-35, 2005.
- Books: author, book title, edition, city, publisher, cited pages, year.
Example: McCartney P, Lennon J : Clinical Neuro-Ophthalmology, 4th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pp. 2102-2114, 1991.
- Patent: inventor, patent title, country, patent number, year.
Example: Rooney W, Owen M : Football eyeglasses. US Patent, 5321000, 2000.
- Internet : author, title. bibliography, address, accessed day. Author and
bibliography can be omitted when they cannot be confirmed.
Example: Cameron J : Titanic. 1998. Available at http://www.titatnic.com. Accessed January 1, 2008.
- Thesis : author, title, institution, degree, cited pages, year.
Example: Presley E : Love Me Tender. Tread Mill University PhD Thesis, pp. 53-67, 1955.
1-14. Figures and photographs must be included in the main contents, numbered in sequence, and
cited in the main contents. Their files must be attached separately. In principle, figure and
photograph caption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starting with "Fig.".
1-15. Tables must be included in the main contents, numbered in sequence, and cited in the main
contents. In principle, contents and captions of table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starting with
"Table".
1-16. Published or not, the submitted manuscripts are not returned to authors.
2) The original paper must be writte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given below.
2-1. Abstract : The abstract is divided to four sub-items: purpose,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s,
which are presented in bold fonts. Every sub-item is written in a normal font with specific data.
2-2. Main Contents: The main contents must describe all research details and be itemized as
introduction (including aim of research), subject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and
conclusion, in sequence. If needed, some items can be united or omitted.
3) The case report must be writte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given below.
3-1. The length of the case report is limited to ten pages of A4 paper.
3-2. Results of simple eye-tests, prescriptions, or optometric training, are not case reports. Case
reports must belong to one of the below items with academic validation.
① rare diseases or refractive errors
② symptoms very different from normal cases
③ a trial of a new diagnosis or treatment (corr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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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 first case in Korea
⑤ unique symptoms for Koreans or in a specific area
3-3. Abstract: The abstract is written without sub-items and limited to 500 letters (including blanks)
in Korean or to 100 words in English.
3-4. Main Contents: The main contents are itemized as introduction (including general background
and meaning of case), cases, discussion, and conclusion in sequence. If needed, some items can be
united or omitted.
4) Review papers must be written as described below.
4-1. Review papers are written for general survey, explanation, and prospective, on a specific subject
in the field of vision science. They are written by authors at the request of the editorial board.
4-2. Abstract: The abstract can be written without sub-items or with sub-items freely determined by
authors.
4-3. Main Contents: Format and item sequence can be determined by authors regardless of the
manuscript format described above.

5. Miscellaneous
On the basis of common sense and convention, the editorial board may make judgments on any
subjects that are not described in these instructions and guidelines.

<Appendix 1> Where to Submit the Manuscript
The manuscript must be submitted through the homepag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http://www.koptometry.net) by using the "manuscript submission" menu.

<Appendix 2> Page Format of the Manuscript
The manuscript must be written on A4 paper (210 mm × 297 mm) in Hangul 97 or MS word
2003 (or more recent versions of those word processors), with 200% or 2 line spacing, 10 letter
point, and 2.5 cm margins on al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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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A (1페이지) 다비치
컬러로 삽입 바랍니다.

광고 B (1페이지) 존슨앤드존슨

광고 D (1페이지) 바슈롬

광고 C (1페이지) 한국톱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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