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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역대회장님
과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과 함께
201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올
립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시과학회 회장 엄정희입니다.
본 학회지는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유관단체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경사와 함께
DOI도 발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두보로 하여 이제 본 학회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시과
학관련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학술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안경사 단독법안 입법 상정과 안경사의 타각굴절검사
기 사용을 위해 유관단체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
지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주는 학문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집행부
의 노력뿐 아니라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또한 필요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회원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경사의 전문성 향상과 신지식 및 신기
술 습득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국내 등재학술지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SCOPUS 등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영문게재 및 학술지에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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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 국내·외 학술
대회에는 보다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하셔서 학문 교류의 장을 열고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강연, 구연 및 포스터 등이 회원여러분들께는 최신 연구 동향과 새로
운 지식의 트랜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 학문적 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학
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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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
니다.
본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임원들 및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대전보건대학교 총장님과 안경광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
운 가운데 지원해주신 산업체 대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님들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오며 건강하
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대한시과학회 회장 엄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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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2015 대한시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대한시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대한시과학회의 2015년 추계학술대회를 우리나라의 중심인
대전보건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여러 선배 교수님들과 후배 교수님들을 뵙게 되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으며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임원 및 회원 여
러분들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안경광학과가 설립된 지 어느덧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경광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의 수도 46개에 달하고
매년 2,300여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안경사 면허 역시 매년 1,500여명이 배출되면
서 이제 4만여 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명분다툼과 업무영역의 불분명으로 학계와
업계가 혼란스러움을 격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볼 때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시과학회를 비롯한 한국안광학회 등의 학술대회를 통한 시광학 분야의 많은 연구
들이 안경사에게 있어 정제되고 정리된 학문적 고유영역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으
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연구영역의 확대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안
경사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추계학술대회에 바쁘신 와중에도 특별강연자로 강의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연구결과의 구연발표를 해주실 연구자 분과 그 외 포스터 발표를 해주신 연구자 분들
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교육인증평가제와 또한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이 새로운 이
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직능에 따른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경
사 직능의 발전적 정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는 것
이야 말로 앞서 못한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사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새 변화에 힘을 실어 모두가 한걸음 더 성장하는 정보공유와 심층적인 토론
의 장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한시과학회의 2015년 추계학술대회를 성대히 준비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임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한시과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 10. 24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장 김 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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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사)대한안경사협회 제19대 협회장 김영필입니다.
먼저 시과학과 관련된 학문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
을 아끼지 않는 대한시과학회의 2015년 추계 학술대
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안경업계가 보다 발전하고 화합된 모습으
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시과학회는 유관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시과학 지식의 향상과 학문적 연구를 촉진시켜 최신 기술에 대한 보급과 대중
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2월에는 대한시과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
되는 등 큰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
는 학술단체로서 시과학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
는 학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계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활발한
국제 학술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 구연 및
포스터 등으로 발표되는 최신 연구 동향과 새로운 지식이 안경업계 전반에 공
유되어 학문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대한안경사협회는 시과학회의 발전과 학술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안 않
을 것이며, 시과학회 역시 안경사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고민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을 계
기로 대한시과학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대한안경사협회
회

장

김 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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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시과학회 임원 소개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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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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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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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학 술 부 회 장
학술 이사
교육 이사
일반 이사

:
:
:
:

문 병 연
전인철, 이규병, 김학준, 유민정, 장정운, 김정숙
배현주, 박인지, 이정하, 이지영
최선미, 권오주, 김현정, 박세영

연 구 부 회 장
연구 이사
편집 이사
일반 이사

:
:
:
:

이 혜 정
김정희, 이은희, 오현진, 류동규, 김태훈, 정미아
박상철, 오승진, 박지현, 예기훈, 권오현, 서은선
조현국, 김달영, 강봉훈

고 문 : 박 수 봉
원 찬 희
마 기 중
두 하 영
감 사 : 박 상 희
성 덕 용
김 진 숙

국 제 부 회 장 : 성 아 영
국제 이사 : 서재명, 추병선, 김상현
일반 이사 : 장만호
산학협력 부회장 : 김 홍 선
산협 이사 : 육도진, 장준규, 이현, 이상덕, 이석주, 주석희
일반 이사 : 김인규, 김재민, 최익준, 권오상, 심성보, 이준상, 황성민, 한규섭, 송
경석, 김동필
기 획 부 회 장 : 황 정 희
기획 이사 : 김상기, 유동식, 박혜정, 윤미옥
일반 이사 : 이상덕, 송윤영, 강인산, 곽호원
관 리 부 회 장 : 김 흥 수
관리 이사 : 이현주, 소종필, 이완석
일반 이사 : 한선희, 정주현, 김진영, 최지영, 장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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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한시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2015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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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강연 1

13:40-15:20

사회: 유근창 교수

좌장: 이혜정 교수(여주대학교)
논문 작성법 관련 문장 바로 쓰기 : 국립국어원

강사 : 이기종 교수
(한남대학교)

특별강연 2

좌장: 문병연 교수(강원대학교)
미국 검안계의 현황

15:20-15:45

15:45-15:50

연 사

강사 : 송섭 박사
(Galleria Optical,
Vision Institute of
Song & Associates)

Coffee break

구연발표

좌장: 배현주 교수(마산대학교)

구연발표 (10분)
질의응답 ( 5분)

1. 원발개방각녹내장 조기발견을 위한 입체시 검사 활 최주형(을지대학교)
용 가능성
2.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한국 안경계 미래에 관한 고 서재명(광양보건대학교)
찰 I: 안경 산업의 진단과 문제 해결 방안

15:50-17:10

3. 단안용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단기적으로 조절에 미치 김주하(대구가톨릭대학교)
는 영향
4. 국내 운전면허 장내시험장에서 시력저하와 대비감도 이기용(대구가톨릭대학교)
저하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
5. Influences of dominant eye according to the 강중구(을지대학교)
visual field: ER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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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한시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산업체 제품발표

17:10-17:40

좌장: 서재명 교수(광양보건대학교)

구연발표 (10분)

1. 소모옵티컬

이승우 차장

2. 에실로코리아

최병국 과장

3. 호야렌즈

이양훈 차장

17:40-17:50

우수논문 시상

17:50-18:10

정기총회

18:10-19:30

석식

2015년 10월 25일 (일요일)
10:00-12:00

포스터발표 II

12:00-13:00

중식

13:00-15:30

산업체 견학 및 간담회

15:30-15:40

Coffee Break

15:40-16:00

감사패, 공로패 시상

16:00-17:0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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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Ⅰ

구 연 발 표
Colloqu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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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1

원발개방각녹내장 조기발견을 위한 입체시 검사 활용 가능성
최주형 · 이군자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 적: 입체시 검사값이 녹내장안과 정상안을 구분하는 선별검사로 유용한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방 법: 안과전문의에게 원발개방각 녹내장 진단을 받은 43명과 안압이 21mmHg 이하이고 녹
내장성 시신경병증 및 안질환이 없으며 녹내장군과 연령 차이가 없는 26명을 대상으로 시야검
사, 안압검사, 시야검사 및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측정을 시행하고, Titmus 입체시(Stereo,
Stereo OPI, U.S) 검사를 시행하였다. 녹내장군은 시야감도(Mean Deviation)에 따라 녹내장
초기군(group 1, -6dB 이상)과 녹내장 중기 및 말기군(group 2, -6dB 미만)으로 분류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sion 21.0)와 Medcalc (Ver. 15.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결 과: 녹내장안의 입체시 검사값은 정상안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입체시
감소는

시야감도

및

남은시야기능((Visual

Field

Index)과

상관관계를

보였다(R=0.291,

R=0.314, p<0.05). ROC 곡선 분석에서 곡선아래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은 입체시
검사와 판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선별기준값(Cut-off point)은 특이도를 95%
로 제한하고 민감도가 가장 높은 지점으로 정하였을 때, 입체시 검사값의 AUC는 0.818, 선별
기준값 60"의 민감도는 53.49%, 특이도 96.15%로 나타났다. 입체시 기준 값에 따라 녹내장군
Group 1의 민감도는 53.33%, 특이도는 96.15%, 양성예측도와 음성예측도는 60”(녹내장 초기
에 해당)를 초과할 때 각각 28.52%와 98.62%로 나타났고, Group 2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53.85%와 96.15%, 양성예측도와 음성예측도는 60”를 초과할 때 각각 28.72%와 98.63%로
나타나 초기, 중기 및 말기 녹내장에서 모두 민감도와 예측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 론: 녹내장 초기 환자의 입체시 검사값의 양성예측도가 녹내장 진단 및 평가 기준인 시야변
화의 양성예측도와 유사하게 나타나 Titmus 입체시 검사값도 녹내장 선별검사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kjl@eulji.ac.kr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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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연-2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한국 안경계 미래에 관한 고찰 I:
안경 산업의 진단과 문제 해결 방안
서재명
광양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과학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달에 따라 산업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경업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그에 따른 해결 가능한 대응책
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법: 국내의 안경제조 사업체와 직원 수의 추이를 조사하여 안경 산업계에서의 장비개발과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응책으로 기계가 하기 어려운 영역을 파악하고자 과학기술 개
발의 특징들을 분석했다.
결과: 2000년 중반까지 안경제조 업체와 직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그 이후 큰 변
화가 없었다. 1997년 미국에서 얼굴 인식에 대한 장비가 개발된 것을 시작으로 검사 장비와
조제가공 장비의 자동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에 대한 대응으로는 단순 복제
가 아닌 행위의 독창성과 그 속에 가치부여를 했을 때 인간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안경의 조제 분야에서는 정확도와 속도보다 장인 제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체적인
안보건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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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3

단안용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단기적으로 조절에 미치는 영향
김주하, 박선미, 추병선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스마트폰 이후의 차세대 기기로 웨어러블 컴퓨팅 기기가 조명되면서, 스마트안경의 생태
계의 확장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나, 구글 글라스는 혼합현실 속에서 손을 자
유롭게 하며 미래지향적 방향성 제시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음성 인
식 및 제스쳐 인식 성능, 화면 디스플레이 속도, 안경맞춤과 초점조절, 안정피로와 같은 부정
적 평가가 있다. 실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근거리 작
업을 하는 사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며, 충혈, 눈물, 시림, 이물감을 느끼며 복시또는 조절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연구된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안용 웨어러블 디바이스(구글 글라
스)를 이용시, 유도되는 조절력을 다른 디지털 디바이스와 비교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연구에 동의하에 실험에 참여를 하였으며 정시이거나 콘택트렌즈
로 교정하였을 시 교정시력이 1.0이상이며, 양안시 이상이 없고 조절력이 정상인 20대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각 피검자들은 완전시력교정 후 원방시 상태에서의 굴절력을 검
사를 한 후, 단안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동일한 안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왼쪽 눈의 굴절력만
측정되었다. 검사하기 전 양안의 조절자극량이 달라도 같은 양의 조절 반응량이 같음을 확인하
기 위해 양안 분리상태에서 40cm 거리의 조절자극을 주어 양안의 조절유도량을 비교하였다.
이후 컴퓨터(60cm), 태블릿PC(40cm), 구글 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같은 글자와 포인트를

두고 바라보면서 단안에 일어나는 조절력을 측정하였다. 조절력검사를 위해 개방형 자동안굴절
계(nvision-k5001)를 사용하였다. 측정되어진 데이타는 Shapiro –wilk 검증을 통하여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T-test와 ANOVA분석을 통하여 서로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 시 유도되는 실제의
조절량을 비교하였다.
결과: 피검자들의 오른쪽, 왼쪽, 양안의 평균 최대조절력은 각각 12.17±2.98D, 12.2±1.82D,
14.0±2.63D으며, 양안 분리상태에서 조절 자극량이 다른 경우 조절 반응량 검정결과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851). 서로 다른 디바이스 간의 유도된 조절량에서는 구글글라스
(0.29±0.18D), 컴퓨터(0.77±0.54D), 태블릿PC(1.42±0.45D) 순으로 조절량이 많았고, 컴퓨터
와 태블릿PC는 조절량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93). 그러나 컴퓨터와 구글글라스, 태블
릿PC와 구글글라스는(p<0.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구글글라스와 같은 HMD 사용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근거리 작업
을 하는 것과 같은 충혈, 눈시림, 안정피로, 조절 또는 복시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는 선행논
문과는 달리 실제 구글글라스를 착용했을 때는 조절경련이나 복시를 일으킬 만큼의 조절이 발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검자들이 호소하는 조절경련 또는 조절에 의한 복시현상에 대해서
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방시를 했을때와 구글글라스를 착용했을때의 굴절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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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 보았을 때, 적은양이지만 일정 정도의 조절이 유도되었으므로 조절이 약한 노안들에게는
선명한 상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구글글라스의 상은 허상임에도 불
구하고, 조절이 발생하였으므로 상을 인식하여 조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자를
사용한 조절력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이용하여 원근감을 느꼈을 때 발생되는 조절력
의 차이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적인 Text를 사용하였으나, 구글
글라스의 특성상 이동성을 고려하면 동적인 환경에서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 bschu@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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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4

국내 운전면허 장내시험장에서 시력저하와 대비감도 저하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
이기용, 추병선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현대사회에 운전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으로 자리 매김 하였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많은
고령 운전자가 시력저하와 대비감도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으며, 고령연령자의 사고횟수와 이
로 인한 부상정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기능 저하 (시
력, 대비감도 감소)가 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운전면허시험장 환경에서 알아보고자 한
다.
방법: 시력 및 대비감도가 정상이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24~43세 9명을 대상으로 4가지 시기능 조
건(0.0 logMAR, 0.3 logMAR, 0.5 logMAR, 1.00 log CS 일 때 0.3 logMAR)에서 운전면허 장내 시험장
을 주행하며 전체 장내 시험장을 완주한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방법은 주행 시 카메라를 통
하여 촬영된 영상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탈선 횟수도 역시 차량에 부탁된 4개로 촬영된 영상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정지선에 정지한 거리는 대상자가 정지선을 인식하고 정지하였을 때 사진 촬영을 하여 그
거리를 측정하였다.
결과:

0.0

logMAR 주행 완료 시간(s)평균은 457.42±63.70,

시력 0.5

주행 완료 시간(s)

135.02±65.74, 시력 0.3 주행 완료 시간(s) 461.92±66.37, 대비감도 저하 주행 완료 시간(s)
494.06±81.57 이였다. 시력과 대비감도가 낮을 때 주행 완료 시간이 늘어나긴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p=0.092).전체 탈선횟수도 시력과 대비감도가 낮을수록 늘어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02). 정지선에 정지한 거리도 시력과 대비감도가 낮을수록 늘어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2).
결론: 주행 완료 시간에서 0.0 logMAR를 제외한 다른 시기능 조건들에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시력과 대비감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방어운전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측정한 부분에서
대비감도 감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0.03 logMAR 와 0.005 logMAR 둘 사이에서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시력이 낮은 운전자 보다 대비감도가 낮거은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E-mail : bschu@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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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5

Influences of dominant eye according to the visual field
: ERP study
Joong-Gu Kang1), Seung-Hwan Lee2),3), Hyun-Sung Leem1)
Department of Optometry, Eulji University1), Clinical Emotion and Cognition Research
Laboratory2), Department of Psychiatry,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3)

Purpose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at influence of dominant eye on the neural
mechanisms involved in visual inputs system using ERPs which are neural signals that
reflect neural activity.
Methods : Twenty three normal controls adults with right dominant eye and twenty
normal controls adults with left dominant eye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In initial
screening, we had neuropsychological test with BAI and BDI-2. All participants had
normal or corrected visual acuity 20/20. Edinburgh Handedness Inventory was carried out
to select right-handed. To identify dominant eye, the hole-in- card test was executed
repeatedly three times. To assess whether influence of dominant eye on the neural
mechanisms involved in visual inputs system, event-related potentials (ERPs) were
recorded with electroencephalography. Performance measure was the reaction time (RT).
The ERPs in response to dominant eye in respect of visual field were investigated in
three regions: the temporal-occipital, the occipital and the parietal regions. Especially,
the P100 amplitude in occipital region, N170 amplitude in temporal-occipital region and
the P300 amplitude in parietal region were explored.
Results :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T was observed between the RVF and LVF, which
the RVF exhibited shorter RT than the LVF with right hand in left dominant eye (t=-5.47,

p<0.001). P100 latency showed that the RVF had shorter latency than the LVF with right
hand in right dominant eye (p<0.001). N170 amplitude revealed that the RVF had larger
amplitude than the LVF with right hand in right dominant eye (p<0.001). N170 latency
revealed that the RVF had shorter latency than the LVF with right hand in right dominant
eye (p<0.001). P300 amplitude and latency were no main effect for dominant eye.
Conslusions : This present study has attempted to establish the influence of dominant
eye on the neural mechanisms involved in visual inputs system. The conclusion which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are that visual stimuli incoming from the RVF or LVF are
differently recognized depends upon each dominant eye. That is, while the participants
with right dominant eye responded more actively on stimuli coming from LVF than RVF
when they conducted the experiment with their left hand, the participants with left
dominant eye responded more actively on stimuli coming from RVF than LVF when they
conducted the experiment with their right hand.
E-mail : hsl@eulji.ac.kr

- 8 -

SESSION Ⅱ

포

스 터 발

표

POSTER SESSION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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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1

Alginic acid를 첨가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물리적 특성과 lysozyme 흡착량 비교
김혜림, 전진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Alginic acid(AA)는 갈조류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다당류로 보습효과가 뛰어나기로 알려
져 습윤제 성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AA를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Hy-CL)에 첨가하여 광투
과율과 함수율, 단백질 흡착 특성 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방법: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는 HEMA(2-hydroxyethyl methacrylate)를 주성분으로 구성하여
실험실에서 열중합방법으로 제조하였다. AA가 첨가된 렌즈(Hy-CL-AA)의 제조는 AA network
와 pHEMA network을 서로 교차시켜 얽히게 하는 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IPN) 방
법을 사용하였다. 광투과율은 UV-Visible Spectrophotometer (SHIMADZU, UV-1650PC)를 이
용하여 200nm에서 800nm까지의 파장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함수율은 0.9% NaCl 생리 식염
수를 사용하여 gravimetric method로 측정하였다. AA 첨가 전후 lysozyme 단백질 흡착량 비
교는 Hy-CL과 Hy-CL-AA를 lysozyme이 함유된 인공눈물에 12시간 동안 각각 방치시킨 후
렌즈표면에 흡착된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 HPLC로 정량하였다.
결과: 광투과율은 Hy-CL에서 95%, Hy-CL-AA에서 90%를 보였다. 함수율은 Hy-CL에서
55%, Hy-CL-AA에서 58%를 보였다. Hy-CL에서 lysozyme 흡착량은 34.0㎍/lens, Hy-CL-AA
에서는 15.7㎍/lens로 나타났다. AA를 첨가한 Hy-CL-AA에서 단백질 흡착률은 AA를 첨가하지
않는

Hy-CL에 비해 약 54% 정도 감소되었다.

결론: AA가 첨가된 콘택트렌즈의 광투과율이 90%가 넘는 것은 AA와 Hy-CL의 주성분인
pHEMA 사이에서 결합이 상분리 없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AA는 cellulose와 유사
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Hy-CL에 첨가하였을 때 함수율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Hy-CL에 비해 Hy-CL-AA에서 lysozyme 흡착률이 더 감소한 것은 AA가 OH작용기를 다수 함
유하고 있어 단백질 흡착 방지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콘택트렌즈에 AA의 첨
가는 단백질 비흡착 기능을 비롯하여 단백질 침전물로 인해 생기는 습윤성 저하, 착용감 저하,
염증

질환, 세균 감염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성 렌즈 재질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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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

각막교정수술안에 대한 소프트렌즈 렌즈 착용시 Masking 효과
문예림, 박형민, 추병선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출시이후 처방빈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실리
콘의 함유로 인하여 하이드로겔렌즈에 비해 모듈러스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모듈러스는
착용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높은 모듈러스의 렌즈를 착용 시 기존의 하이드로겔렌즈에
비해서 각막과의 밀착도가 떨어지게 될 수 있으며, 밀착정도에 따라 렌즈와 각막사이에 눈물이
형성될 수 있게 되어 굴절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특히나 각막교정수술을 받은 경
우 각막이 편평하게 되어

이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구면소

프트렌즈를 착용시 불규칙한 각막난시에 대한 Masking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
각막교정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Masking 효과에 이해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정상적인 범위의 각막형상을 가진 그룹과 각막교정수술을 받은 그룹을 대상으로 서로 다
른 모듈러스를 가진 하이드로겔렌즈와 실리콘 하이드로겔렌즈를 착용 시, 굴절교정 상태의 변
화 여부와 각막지형도의 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에는 정상적인 각막형상을 가진 그룹(12명)과 각막교정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그
룹(12명, LASIK - 8명, LASEK - 4명)가 연구에 동의하여 실험에 참여를 하였다. 각 참여자에
게는 4가지의 소프트렌즈 (-3.00D, 하이드로겔렌즈 2종(0.89Mpa, 0.49Map), 실리콘 하이드로
겔렌즈 2종(1.5Mpa, 0.8Mpa)을 무작위 순서로 우안에 착용을 하도록 하였다. 렌즈를 착용한
후 양안개방형 자동굴절검사기(shin-nippon)와 Keratograph 5M(oculus)을 이용하여 굴절력과
각막지형도를 측정하였다. 굴절력의 변화에 대한 비교에서는 우안 나안과 우안 각각의 렌즈
(-3.00D)를 착용하였을 때, 굴절교정상태의 변화정도를 비교하였다. 각막지형도의 변화에 대한
비교에서는 우안 나안과 우안 각각 렌즈(-3.00D)를 착용하였을 때 각 2회씩 촬영하였다. 연구
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는 나안의 상태와 그리고 4가지 렌즈에 대한 ANOVA 통계를 이용하여
비교를 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의 평균나이는 23.48±2.89이며, 각막교정수술을 받은 그룹의 수술 후
평균 경과 기간은 31개월이다. 모듈러스가 다른 렌즈들을 착용 시 +쪽으로 굴절력의 변화를
보여 +Tear lens effect를 보였지만굴절력에 대한 masking 효과에서 수술자와 비수술자 간의
변화량 비교(p=0.177)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막지형도 변화에서는 수술자 비술자
모두에서 나안에서의 각막지형도 보다 각각의 렌즈를 착용한후 각막지형도 변화가 더 완만하
게 이루어졌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0.00) 수술자, 비수술자 모두 렌즈차
이에 따른 각막지형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59), (p=0.415).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모듈러스가 다른 렌즈별 굴절교정상태 변화와 각막지형도의 변화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현재 출시되는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의 경우 모듈러스가
기존 하이드로겔렌즈 렌즈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과 하이드
로겔렌즈, 모듈러스 차이등으로 인한 렌즈간의 뚜렷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안 각막
지형도와 각각의 렌즈 착용후 각막지형도의 변화 비교를 통해 구면소프트렌즈의 Masking 효과
는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mail : bschu@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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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

일회용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와 하이드로겔렌즈 단기간 착용에 따른
눈물띠의 변화 측정
박의정, 정지영 박소연, 이인희, 이지애, 김치아, 박형민, 추병선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일반적으로 콘택즈렌즈 착용으로 인하여 건성안 증상이 더욱 심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나 함수율이 높을수록 이런 증상이 악화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들어 실리콘하이드로겔
렌즈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건성안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적 주장이 있다. 건
성안과 관련하여 눈물막의 질적 그리고 양적인 측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
다. 하지만 아직 특정한 한가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하이드로겔재질의 렌즈와 실리콘하이드로겔재질의 렌즈를 착
용하였을 때, 눈물띠의 높이 그리고 눈물막의 파괴시간에 미치는 단기간의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며, 이에 측정요소에 대한 상관관계를 측정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에는 23명(평균나이 22.84±2.88세)이 참여하였으며, 연구동의 절차를 거치고, 연
구참여에 타당한지에 대한 안구검사(눈질환이나 전신질환이 없으며, 각막교정수술을 받은적이
없는자)를

실시하여

부합되는

참여자를

포함하였다.

먼저

각

참여자들은

나안상태에서

Keratophotograpy 5M(Oculus, Germany)를 이용하여 눈물띠의 높이와 눈물막의 파괴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이후 각각 우안과 좌안에 다른 종류의 렌즈(일회용하이드로겔렌즈, 일회용실리
콘하이드로겔렌즈)를 무작위 순서로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착용 후 5분, 10분, 15분 경과시에
각각 눈물띠 높이와 눈물막 파괴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반복측정분산분석
(Repeated Measure ANOVA)을 이용하여, 눈물띠와 눈물막 파괴시간에 대한 시간별 분석과 하
이드로겔렌즈 착용과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 착용에 따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각각의 렌즈를 착용한후 시간대별로 측정한 눈물띠 높이 변화에 있어서는 두 재질 모두
에서 렌즈를 착용하기전과 비교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눈물띠 높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리콘하이로겔렌즈의 경우 착용후 15분이 경과했
을 때 눈물띠 높이가 착용전과 비교하여 0.046mm 감소하였으며(p=0.039), 하이드로겔렌즈의
경우 0.082mm 감소하여 실리콘하이로겔렌즈보다 더 많은 감소량을 나타내었다(p=0.022). 눈
물막 파괴시간 분석은 첫파괴 시간과 Keratophotograpy 5M 화면상에 구분되어 있는 구역들의
눈물막 파괴시간 평균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재질 모두 첫파괴 시간과 평균 파괴시간 각각에
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첫 착용후 10분이 경과할 때 까지는 첫파괴 시간과 평균 파괴시간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5분 경과시에는 눈물막 파괴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이드로겔렌즈 착용후 시간대별로 측정된 평균파괴시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였다(p=0.046).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와 하이드로겔렌즈의 비교분석에서는 눈물띠 감소량 비
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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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가 하이드로겔 렌즈보다 재질의 특성상 각막생리
안정성에 있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건성안 증상
을 호소하는 경우 함수율이 높은 일반적인 하이드로겔렌즈 보다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를 착용
하는 것이 건성안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mail : rlaqhdus2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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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4

각막굴절교정수술자의 콘택트렌즈 착용 실태 조사
박혜원1), 김태훈1),2)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1),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2)

목적: 국내에서 각막굴절교정수술 후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착용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방법: 각막굴절교정수술을 한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콘택트렌즈 착용 실태를
분석 하였다.
결과: 각막굴절교정수술 후 콘택트렌즈 착용하거나 착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6.5%로
나타났으며, 착용목적으로는 미용목적이 81.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콘택트렌즈 구입
장소는 안경원이 86%, 콘택트렌즈 전문점이 14%로 나타났으며, 미용렌즈 착용이 88.4%가
미용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8.1%가 콘택트렌즈 구입 시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1%가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고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착용 시 불편사항은 39.5%가 건조함, 18.6%가 렌즈의 움직임으로
불편하다고 답하였으며, 충혈 14%, 눈물 흘림 4.7%, 통증 2.3% 순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착용자 중 계속해서 착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25.7%로 나타났다.

결론: 시력교정을 위해

각막굴절교정수술을 하였지만 미용적인 목적으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세한 검사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mail : yoohyun63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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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5

국내 실리콘하이드로젤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착용실태 및 인식조사
염주리1), 김태훈1,2)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1),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2)

목적: 최근 국내에서도 실리콘하이드로젤의 콘택트렌즈 제품과 착용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 콘택트렌즈 착용자들 중 실리콘 하이드로젤 콘택트렌즈의 착용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방법: 국내 콘택트렌즈 착용자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리콘하이드로젤
콘택트렌즈 착용여부, 착용하는 실리콘 하이드로젤콘택트렌즈의 종류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대상자 중 78.0%가 실리콘하이드로젤 콘택트렌즈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그 중
53.1%가 안경사의 추천으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하이드로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게 된 동기는 눈 건강을 위해서가 61.8%로 가장 많았으며, 안경사의 권유가 19.1%로
그 다음이었다. 착용 후 장점은 40.0%가 낮은 건조감이라 답하였으며, 착용감 22.1%,
착용시간 증가 16.6%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실리콘하이드로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겠다라는 응답은 7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론: 국내 실리콘하이드로젤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실리콘하이드로젤 콘택트렌즈의 특성에 따른 정확한 정보전달자로서의 안경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mail : gold30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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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6

Characterization of Soft Contact Lens with Hydroxy-Substituted Acrylate
Min-Jae Lee, A-Young Sung
Dep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e

opt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hydrogel

soft

contact

lens

polymerized with various hydroxy substituted acrylate material were evaluated.
Methods:

This

study

used

HEMA(2-hydroxyethyl

methacrylate),

HEA(2-hydroxyethyl

acrylate), HPMA(hydroxypropyl methacrylate) with the cross-linker EGDMA(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and the initiator AIBN(azobisisobutyronitrile) for copolymerization. The
polymerization of the contact lens material was conducted through thermal polymerization
in 100℃ for about 1 hours.
Results: The polymer by using thermal polymerization process for hydrogel lens was
produced and the physical properties showed that the water content of the sample
containing HEMA, HEA and HPMA was in the average of 37.06%, 82.12% and 21.57%,
respectively. And also, refractive index of the sample containing HEMA, HEA and HPMA
was in the average of 1.4330, 1.3540 and 1.4649, respectively. In case of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sample, the result showed that the near-UV transmittance was 82.67%,
80.32% and 79.83%, and the visible transmittance was 89.72%, 88.24% and 86.89%,
respectively.
Conclusions: Consequently, polymerization of the hydroxy substituted acrylate material
was more shorten the molecular length, increased water content and decreased the
refractive index of the soft contact lens.

E-mail : alsw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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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7

Soft toric lens rotation measurement using Slit-lamp method and
built-in camera of smart phone
Sung Woo Choi, Min Gi Lee, Chan Wok Lee, Sang Min Choi, Mi Ae Park,
Jung Gun Lee, Sun Mi Park, Hyung Min, Park, Byoung Sun Chu
Dep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greement

and

test-retest

repeatability of two methods for measuring magnitude of soft toric lens rotation. The two
methods assessed were a newly developed mobile application for iPhone which uses the
built-in camera function and the slit lamp biomicroscope.
Methods: Agreement of ToriExpertä against known reference source was tested under
experimental situation. For clinical measurement, thirty three participants (66 eyes) wore
toric lens (prism ballast design) both eyes. Two investigators measured toric lens
rotation using the two methods which are slit-lamp measurement(HS-700) and mobile
application. First investigator used the same method twice for assessment of test-retest
repeatability of each method. Inter- and intra-investigator agreement and repeatability
were assessed using Bland-Altman analysis.
Results: Against the known reference sources, mean variance was 0.52±0.75 degree and
limits of agreement was ±1.47 degree (95% of Cls). The limits of agreement between
the silt-lamp biomicroscope and mobile application methods was ±9.1 degree (95%
CIs). Measurements using the two different method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 difference (paired t-test, p=0.32). Inter-investigator agreement of lens rotation was
±7.9 degree (95% CIs) using the slit-lamp microscope and ±7.8 degree using mobile
application.

Intra-investigator

repeatability

was

±6.6

degree

using

the

slit

lamp

microscope and ±6.8 using mobile application.
Conclusions: The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in view of the fact that soft toric lenses
are not static but move with the blink thus the location of the reference point is unlikely
to be at exactly the same location at the different measurement times. Despite this
source of variability in the results, the newly developed mobile application provides
clinically comparable performance to slit lamp biomicroscope measurement which does
not appear to be investigator dependent. This mobile application

may provide sufficient

precision to those optometric practices have limited access to slit-lamp biomicroscope
for measuring soft toric lens rotation.
E-mail : bschu@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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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8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유발된 근시퇴행안에서 역기하디자인렌즈의
시력교정 효과
이수연1), 이군자1)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1)

목적: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나타난

근시퇴행안에서

밤에

착용하는

역기하디자인렌즈

(Orthokeratology, Ortho-K)에 의한 시력교정 효과를 추적하였다.
방법: 레이저각막굴절교정수술을 받고 근시퇴행이 발생한 만 18세 이상 근시안 중 안질환이
없으며,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굴절이상도가 구면굴절력 –0.25D~-4.00
D, 원주굴절력 –1.00 D 이하인 대상자 중 역기하디자인의 콘택트렌즈를 하루에 최소 6시간 이
상 착용하고 취침할 수 있는 총 12명(22안, 평균: 33.09±4.52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막의
굴절력, 이심률 및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의 각막 모양을 기준으로 CRT (Paragon Vision
Sciences, Mesa, Arizona, USA) 역기하렌즈의 변수를 결정하여 처방하였다. 굴절력은 자동굴
절검사기기(RK-2, Canon)와 검영기(Retinoscope, Welch, Ally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시력
검사는 밝은 조명상태(photopic lighting condition)와 어두운 조명상태(mesopic lighting
condition)에서 ETDRS chart 100%와 ETDRS chart 10%를 이용하여, 렌즈 착용 후 1일, 1주,
2주, 1개월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파면수차는 Wavefront Analyzer(CRS-Master,
Carl Zeiss Meditec)를 이용하여 어두운 상태에서

동공크기 4 mm 영역에서 측정한 후 비교

하였다.
결과: 밝은 조명상태에서 ETDRS 100% chart로 측정한 고대비시력은 역기하렌즈 착용 전
0.52±0.36 LogMAR, 착용 1일 후 0.27±0.30 LogMAR, 착용 1주일 후 0.11±0.17 LogMAR,
착용 2주일 후 0.08±0.16 LogMAR, 착용 1개월 후 0.07±0.16 LogMAR로 유의하게 개선되었
고(p=0.000), ETDRS 10% chart로 측정한 저대비시력도 착용 전 0.66±0.38 LogMAR, 착용 1
일 후 0.53±0.34 LogMAR, 착용 1주일 후 0.31±0.29 LogMAR, 착용 2주일 후 0.28±0.25
LogMAR, 착용 1개월 후 0.24±0.24 LogMAR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p=0.000). 어두운 조명
상태에서의 고대비시력과 저대비시력도 유의하게 개선되었다(p=0.000, p=0.000). 근시퇴행안
의 등가구면 굴절력은 역기하렌즈 착용 전 –1.77±1.00 D, 착용 1일 후 –1.07±0.96 D, 착용
1주일 후 –0.36±0.48 D, 착용 2주일 후 –0.24±0.5 D, 착용 1개월 후 –0.07±0.51 D로 유의
하게 감소하였고(p=0.000), 나안시력과 굴절이상도는 높은 음의 상관성(-0.545~-0.950)을 나
타내었다.

전체수차와

저위수차의

spherical

defocus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0,

p=0.000), 나안시력과 전체수차는 높은 음의 상관성(-0.587~-0.928)을 나타내었고, 나안시력
과 spherical defocus에서도 높은 음의 상관성(-0.600~-0.921)을 나타내었으나, 고위수차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유발된 근시퇴행안에 역기하디자인의 콘택트렌즈를 처방한 결과
착용 1주일 후부터 시력 개선 효과가 현저히 나타났고 1개월 후에는 시력 교정효과가 최대로
나타났으며, 시력개선효과는 안구의 spherical defocus와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E-mail : yckim@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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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9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유발된 근시퇴행안에서 역기하디자인렌즈 착용 후
각막지형도 변화
이수연, 이군자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나타난 근시퇴행안에서 밤에 착용하는 역기하디자인의 콘택트렌
즈 착용 후 나타나는 각막지형도 변화를 추적하였다.
방법: 레이저각막굴절교정수술을 받고 근시퇴행이 발생한 만 18세 이상 근시안 중 안질환이
없으며,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굴절이상도가 구면굴절력 –0.25D~-4.00
D, 원주굴절력 –1.00 D 이하인 대상자 중 역기하디자인의 콘택트렌즈를 하루에 최소 6시간 이
상 착용하고 취침할 수 있는 총 12명(22안, 평균: 33.09±4.52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막의
굴절력, 이심률 및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의 각막 모양을 기준으로 CRT(Paragon Vision
Sciences, Mesa, Arizona, USA) 역기하렌즈의 변수를 결정하여 처방하였다. 각막지형도는 역
기하렌즈

착용

후

1일,

1주,

2주,

1개월을

기준으로

각막지형도검사기(ORB

scanⅡ,

Bausch+Lomb)를 이용하여 각막형상, 각막곡률반경, 각막 중심부와 주변부(각막 중심부 3 mm
주변부 8개 영역) 두께 및 전방깊이를 측정하고 착용 전과 비교하였다.
결과: 각막굴절교정렌즈 착용 후 각막의 비구면계수 Q-value는 착용 전 0.17±0.26, 착용 1일
후 0.30±0.28, 착용 1주 후 0.30±0.27, 착용 2주 후 0.34±0.21, 착용 1개월 후 0.38±0.21
로 점차 prolate 형태로 변화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고(p=0.082), 중심부각막곡률은 착용 전
8.56±0.32 ㎜, 착용 1개월 후 8.83±0.44 ㎜로 편평한 형태로 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 전방깊이도 착용 전 2.93±0.20 ㎜에서 착용 1개월 후 2.85±0.19 ㎜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0.05). 각막중심부 두께는 착용 전 514.73±40.41 ㎛, 착용 1개월 후 509.77±38.90
㎛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p>0.05), 각막주변부 8개 영역의 평균 두께는 착용 전
647.05±25.12 ㎛, 착용 1개월 후 651.44±22.38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결론: 레이저각막굴절교정수술 후 근시퇴행이 발생한 사람에게 밤에 착용하는 역기하렌즈를 처
방한 결과 각막형상은 prolate 형태로, 중심부 곡률반경은 편평한 형태로 변하였지만 역기하렌
즈 착용 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각막두께도 착용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어 근시
퇴행안의 역기하렌즈에 의한 굴절교정효과는 각막굴절교정술의 교정효과가 다를 것으로 생각
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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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0

Influence of Silicone Hydrogel Contact Lenses Wearing Time on
Visual Quality and Ocular Symptoms
Jeong-Mee Kim, Koon-Ja Lee
Dept. of Optometry, Eulji University, Sungnam

Purpose: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influence of silicone hydrogel contact lenses
wearing time on corneal higher-order aberrations (HOAs), visual performance, and
subjective ocular symptoms.
Methods: Thirty subjects took part in this study. Subjects were fitted with silicone
hydrogel contact lenses (Biofinity). Best-corrected visual acuity (VA) at two contrast
levels (100% and 10%) and best-corrected contrast sensitivity (CS) for four spatial
frequencies (3, 6, 12, and 18 cycles per degree) were measured under photopic and
mesopic conditions. Corneal HOAs were measured with 4-mm and 6-mm pupils using
Wavefront Analyzer. All measurements were performed respectively after 2 hours and 9
hours wear with the silicone hydrogel lenses during a day. Subjects were asked by a
study examiner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for contact lens-related subjective ocular
symptoms.
Results: Data for this study were employed for fifty-four eyes (27 subjects; 14 females,
13 males) and the subjects were 24.30 ± 2.96 years. For the subjects, current or
previous experience with contact lenses was 23 subjects and non-experience with
contact lenses was 4 subjects. Regarding visual quality under photopic and mesopic
condition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high contrast and low
contrast visual acuity as well as contrast sensitivity between 2 hours and 9 hours wear.
For corneal HOAs, we also did not find any significant changes in total HOAs,
third-order, fourth-order, coma, and spherical aberration for both 4-mm and 6-mm
pupils between the two wearing time. In the relative frequency of contact lens-related
subjective ocular symptoms, there were statistically differences in discomfort, dryness,
and closing eyes between 2 hours and 9 hours wear within the brand (p=0.031,
p=0.001, and p=0.031, respectively) (after 9 hours of the lens wear, discomfort (52%),
dryness (74%), and closing eyes (56%));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ngeable vision and removing lenses between the two wearing time.
Conclusions: Silicone hydrogel contact lenses used this study do not reduce optical
quality of the eye and visual quality after nine hours of the contact lens wear during a
day. However, the majority of soft contact lens wearers still encounter clinically
significant ocular symptoms including discomfort and dryness with the silicone hydrogel
lenses.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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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1

Navarro 정밀모형안을 이용한 노안 정밀모형안의 전산모사*
김신화, 김달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이 연구의 목표는 노안의 해부학적 데이터를 Navarro 정밀모형안에 반영하여 더욱 실제
와 근사한 노안 모형안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선행연구들로부터 수집한 임상자료를 대입함으로
써 안구의 노화현상을 반영하는 노안 정밀모형안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방법: 각각 40세, 50세, 60세 남성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선행임상연구들로부터 안광학적 굴절
매체의 임상수치들을 수집하였으며, 고정변수와 비고정변수를 선정하였다. 고정변수는 Navarro
정밀모형안의 기존 값으로, 비 고정변수는 임상데이터로 지정하였다. 전산모사 광학계 설계에
는 상용 광학계 설계 프로그램인 Zemax를 이용하였으며, 각 나이대별 노안 정밀모형안들의
단색수차와 MTF를 분석하여 망막상의 질을 예상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로 설계된 각 나이대별 정밀모형안들은 해부학적인 안구의 노화 현상을
오차 범위 내에서 반영하고 광학적인 정밀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망막상의 질이 노
화에 따라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노안의 특성을 잘 구현하고 있다.
결론: 노안에 관한 선행 임상연구를 Navarro 정밀모형안에 반영함으로써 실안과 근사한 노안
정밀모형안을 설계할 수 있었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안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발표의 내용은 한국안광학회지 20권 3호 pp. 301~309 (2015년 9월)에 게재되었음을 밝
혀 둡니다.

E-mail : dykim@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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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2

Ophthalmic applica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functional silicone
monomer
Dong-Hyun Kim and A-Young Sung*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Sehan University, Jeonnam, Korea
Departmen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
Korea*

Purpose

:

Ophthalmic

soft contact lens

using functional silicone monomer

were

manufactured and the physical properties of copolymerized materials were analyzed.
Methods : The materials for ophthalmic hydrogel contact lenses were polymerized by
adding

1,3-bis(TDS)

and

acrylated

poly-(dimethyl

siloxane)

to

DMA,

HEMA

and

cross-linking agent(EGDMA) which are commonly used in ophthalmic hydrogel contact
lenses. The hydrogel ophthalmic lens was manufactured by cast mould method. The
manufactured ophthalmic hydrogel contact lenses were stored in a 0.9% NaCl normal
saline for 24 hrs. And also, for the utility of functional silicone monomer as a high gas
permeability and visible light transmittance material for ophthalmologic devices, the
oxygen permeability, spectral transmittance and water contact were measured.
Results

:

The

value

of

oxygen

permeability

ranges

from

16.83

to

36.59

x

    ×      sec ×  ×   .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value of
water content decreased as the ratio of additive increased. The visible light tansmittance
of copolymerized ophthalmic soft contact lenses, was in the range 89~ 92%.
Conclusions : The material containing acrylate poly-(dimethyl siloxane) and methacrylate
siloxane is expected to be used usefully as a material for high oxygen permeability
hydrogel contact lens.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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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3

스마트폰을 이용한 근거리 시작업 전과후 눈피로와 관련된 EEG의 특성
이철우 ∙ 정경인 ∙ 유근창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 적: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근거리 시작업 후 눈피로와 관련된 EEG(뇌파)의 특성을
알아보고 눈 피로의 객관적 지표로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20-30세 남녀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근거리 시작업 전
과 후의 EEG를 측정하였다. EEG를 측정하기 위해 전형적인 10-20 방법을 참조하여 4개 채널
의 전극을 Fp1, Fp2, Pz, Oz 위치에 부착하였으며, 측정장비는 (주)락싸 4채널 (QEEG
LXE-3204)를 사용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피험자는 모니터의 흰 바탕화면을 응시하도록 하였
으며, 화면우측 중앙에 검정색점이 1초간 제시 후 사라진 다음 “루”글자가 화면 좌측 중앙에
2초간 나타나도록 하여 안구의 단속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험자가 실험에 임하고 있음
을 확인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루”글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면 스페이스바를 가능한 한 빨리 눌
러서 반응하도록 하였다. 화면에 제시된 자극에 대한 키보드 반응이 1초 이상 걸린 시행은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앞선 시행이 다음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루”글자가 사라진 후 검정색점
이 나타나기까지 간격을 7초로 유지하였다.
결과: 4개 채널 각각에 대하여 “루”글자가 나타날 때를 기준으로 획득된 조건별 50회의 데이
터에 대해 조건별 평균 파형을 계산하여 ERP분석을 수행한 결과, Pz와 Oz채널에서 P3 성분의
실험조건 간 차이가 시각적으로 확인되었다. Pz 채널과 Oz 채널 모두 정점이 나타나는 시간은
두 조건에서 모두 비슷하였으나 P3성분의 정점크기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근거리 시작업 후에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p<0.05).
결론: 시각과 연관된 후두엽 부위의 Pz와 Oz 모두에서 근거리 시작업 후 눈피로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P3성분의 상대적으로 낮은 정점크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눈 피로와 관련된 객관적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E-mail : blastkorea@naver.com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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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14

차즈기 추출물의 눈 피로 개선에 대한 양안시기능 평가
정경인, 이철우, 유근창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식물성 약재인 차즈기 추출물의 눈 피로 개선에 대한 양안시기능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방법: 선천성 또는 만성질환이 없고 내과적인 진찰결과 병적 증상 또는 소견이 없는 사람 중에
서 임상병리 검사 및 활력징후가 정상범위에 속하며 등가구면 굴절이상도가 –3.00D 이상인 피
험자 30명을 대상으로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들은 차즈기 추출물을 구강 섭취하는 실
험군과 위약(placebo)을 구강 섭취하는 대조군의 총 2개의 그룹으로 15명씩 나뉘어 무작위로
‘시험물질 → 위약 투여군’과 ‘위약 → 시험물질 투여군’으로 배정하여 각각 일주일 동안 구강
섭취하도록 하였다. 500mg의 차즈기 추출물과 대조군인 위약(placebo)을 각각 복용하고, 체내
에 흡수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시간 후 시각적 근거리 작업을 2시간 동안 진행한 후에 폭주근
점과 조절근점, 양안조절용이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3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시각적 근거리 작업 전과 후의 평균 폭주근점 변화를 비교한 결과, 차즈기 추출물을 복
용 했을 때는 7.80±2.33 cm에서 6.94±2.16 cm로 –0.86±0.16 cm만큼 감소하는 유의성을
보였고, 위약을 복용했을 때는 8.18±2.26 cm에서 9.41±2.20 cm로 +1.23±0.75 cm만큼 증
가하는 유의성을 보였다. 평균 조절근점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차즈기 추출물을 복용했을
때 우안에서는 -0.85±1.32 cm, 좌안에서는 -0.71±1.21 cm, 양안에서는 –0.69±1.46 cm로
통계적으로 조절근점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으며, 위약을 복용했을 때는 우안은
+0.73±0.79 cm, 좌안은 +0.83±1.12 cm, 양안은 +0.67±0.84 cm로 조절근점이 유의하게 증
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평균 양안조절용이성 변화를 비교한 결과, 차즈기 추출물을
복용했을 때는 +1.27±2.41 cpm의 변화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위약을
복용했을 때는 –0.07±2.57 cpm로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감소하는 경향
을 볼 수 있었다.
결론: 차즈기 추출물에서 위약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 폭주근점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폭주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평균 조절근점 또한 감소하였으
므로 조절력 개선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양안조절용이성

역시 차

즈기 추출물에서 증가하였으므로 조절 부담에 의한 눈의 피로도를 개선하는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차즈기라는 식물성 약재가 눈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gcryu@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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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5

차즈기 추출물이 굴절이상도에 미치는 영향
정경인, 이철우, 유근창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식물성 약재인 차즈기 추출물이 굴절이상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
고자 연구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 또는 만성질환이 없고 내과적인 진찰결과 병적 증상 또는 소견이
없는 사람 중에서 임상병리 검사 및 활력징후가 정상범위에 속하며 등가구면 굴절이상도가 –
3.00D 이상인 피험자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500mg의 차즈기 추출물과 대조군
인 위약(placebo)을 각각 복용하고, 그로부터 2시간 후 시각적 근거리 작업을 2시간 동안 실
시하였다. 굴절이상도는 등가구면한 값으로 계산하였으며, 차즈기 추출물과 위약을 복용하기
전과 2시간 동안의 시각적 근거리 작업 후에 타각적 굴절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우위안과
비우위안의 굴절이상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0.05 수준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차즈기 추출물과 위약(placebo)을 복용 전과 복용 2시간 후에 시각적 근거리 작업을 한
후의 굴절이상도 변화에 대해서 우위안과 비우위안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차즈기 추출물을
복용했을 때 우위안에서는 복용 전 –5.57±2.77 D에서 복용 후 –5.42±2.74 D로 굴절이상도가
감소하였고, 비우위안에서는 복용 전 –5.52±2.47 D에서 복용 후 –5.36±2.51 D로 감소하였
다. 반면에, 위약을 복용했을 때는 우위안에서 복용 전 –5.23±2.55 D에서 –5.36±2.59 D로
굴절이상도가 증가하였으며, 비우위안에서는 복용 전 –5.14±2.44 D에서 복용 후 –5.26 ±
2.42 D로 굴절이상도가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시각적 근거리 작업 전과 후의 평균 굴절이상 변화를 비교한 결과, 차즈기 추출물을 복용했
을 때 우위안에서는 –0.155±0.27 D, 비우위안에서는 –0.163±0.28 D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굴
절이상도의 감소를 보였다. 위약을 복용했을 때는 우위안에서 +0.133±0.27 D (p=0.01), 비우
위안에서는 +0.120±0.25 D(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굴절이상도의 증가를 보였다.
결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위안과 비우위안 모두 차즈기 추출물을 복용하였을 때는 시각적
근거리 작업 후 등가구면 굴절이상도의 증가를 억제하고 감소시키고, 위약을 복용하였을 때는
굴절이상도의 증가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차즈기 추출물에서 시력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gcryu@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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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6

중심부 융합자극의 유무에 따른 주시시차 측정 비교
홍새롬, 진문석,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중심부 융합자극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시시차와 중심부 융합자극이 있는 상태에서의 주
시시차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중심부 융합자극이 없는 주시시차는 웨슨(Wesson) 주시시차 카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고, 중심부 융합자극이 있는 주시시차는 중심부에 융합자극이 있도록 고안하여 측정하였다. 주
시시차에 따른 강제융합주시시차 곡선 분류를 위해 눈 앞 25cm에서 기저내방과 외방으로 각
각 0⧍, 3⧍, 6⧍, 9⧍, 12⧍을 가입하면서 결과를 도출하여 커브유형을 비교하였다.
결과: 중심부 융합자극의 여부에 따른 두 카드의 검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웨슨 카드의 주시시
차는 외주시시차 3.70분각('), 중심부 융합자극이 있는 주시시차는 외주시시차 1.30분각(')으로
웨슨 카드에서 외주시시차(2.40± 6.98분각(')) 방향으로 크게 나타났다(p=0.132). 주시시차 그
래프 유형에서 중심부 융합자극이 없는 웨슨 카드에서는 제Ⅰ type 16명, 제 Ⅱ type 1명, 제
Ⅲ type 3명, 제 Ⅳ type 1명으로 I >Ⅲ>Ⅱ = Ⅳ 순으로 나타났고, 중심부 융합자극이 있도록
고안된 카드는 제Ⅰ type 10명, 제 Ⅱtype 3명, 제 Ⅲ type 5명, 제 Ⅳ type 3명으로 I >Ⅲ>Ⅱ
= Ⅳ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중심부 융합자극이 없는 wesson 카드와 중심부 융합자극이 있도록 고안된 주시시차카드
로 측정한 주시시차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안된 카드의 주
시시차 측정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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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7

프리즘 변화에 따른 조절반응량과 폭주성 조절비
박선화, 서은선,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프리즘변화에 따른 조절반응량과 폭주성조절비(CA/C ratio, convergence
accommodation/convergence ratio)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전신질환 및 시기능에 이상이 없고, 교정시력 1.0 이상인 남녀(22.660 ± 2.389세) 대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리즘 변화에 의한 폭주성조절비의 측정은 검사거리
40cm에 DOG(difference of Gaussian) 시표를 고정하였고, 완전교정 된 상태에서 단안에 BO
방향으로 프리즘 렌즈(0△, 5△, 10△, 15△)를 차례로 가입한 상태에서 프리즘렌즈를 가입하
지 않는 반대쪽 안구에 발생하는 조절반응을 개방형자동안굴절력계(Nvision-K 5001)로 측정하
였다. 폭주자극으로 인한 조절반응량은 프리즘 가입 시 굴절이상도와 근거리 굴절이상도
(-1.403 ± 0.281D)간의 차이를 구하였다.
결과: 프리즘(5△, 10△, 15△) 변화로 폭주를 유도하여 조절반응량을 측정한 결과 조절반응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F(1,28)=111.474, p=0.001), 조절
반응량( 0.216 ± 0.194(D/5△), 0.502 ± 0.292(D/10△), 0.675 ± 0.471(D/15△)은 15△에
서 크게 측정되었다. 프리즘(5△, 10△, 15△)변화에 따른 폭주성조절비(0.043 ± 0.039(D/△),
0.050 ± 0.029(D/△), 0.045 ± 0.028(D/△)) 간에 유의성은 없었다(F=0.362, p=0.697).
결론: 프리즘변화로 폭주를 유도한 조절반응량은 15△에서 크게 측정이 되었지만, 1△ 변화에
따른 조절반응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프리즘 변화에 따른 폭주성조절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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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8

한국인의 보건, 건강 행태 측면의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위험 요인 분석:
2011-2012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기반으로
안혜영1) · 이은희2) · 이군자1)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1) · 극동대학교 안경광학과2)

목적

:

본

연구는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령관련황반변성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의 분포 및 보건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행태 및 상
태에 따른 위험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연구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과정 중 2011, 2012년도 조사대상자의 건강 검진
과 안과 검진을 받은 사람 6,2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련요인으로서 보건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 가족력, 교육수준으로 분석하고,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는 흡연, 음주, 햇빛
노출 시간, BMI, 굴절 이상, 백내장, 혈관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으로 나누어 AMD와 위험요인
들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AMD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 분포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로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AMD 연관성은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위험비를 구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AS 9.3으로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결과 : 우리나라 AMD의 유병률은 9.6%로 나타났고 보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AMD의 위험
비는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건강행
태에 따른 AMD의 위험비는 흡연여부 및 햇빛 노출 시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p<.005), 건강상태에 따른 AMD의 위험비는 근시, 원시, 백내장이 유의한 연관성을 보
였다(p<.005). 한편 거주지, 안과적 가족력, 음주, BMI, 혈관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은 성별과
연령이 통제됨으로써 AMD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AMD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흡연, 굴절 이상(근시, 원시), 백내장, 흡연여부, 햇빛

노출 시간과 연관이 있고,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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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9

원발개방각녹내장 선별검사로서 시기능만족도 설문검사의 활용 가능성
최주형1) · 이은희2) · 이군자1)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1)

극동대학교 안경광학과2)

목적: 녹내장 환자용 “삶의 질 평가 (Glaucoma Quality of Life-15, GQL-15) 설문지의 녹내
장 선별검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과전문의에게 원발개방각 녹내장 진단을 받은 4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력검사, 안
압검사, 굴절이상도, 시야검사 및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측정을 시행하고, GQL-15 설문검사를
하였다. 정상군은 안질환이 없으며 안압이 21mmHg 이하이고, 녹내장성 시신경 병증이 없고
녹내장군과 연령 차이가 없는 2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검사는 녹내장 환자와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상관관계는 SPSS(version 21.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고 선
별분석은 의학 통계프로그램인 Medcalc Ver. 15.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은 p<0.05로 하였다.
결과: 설문검사 값은 각 항목의 총점, 중심시, 주변시, 명순응과 암순응, 실외활동으로 분류하
여 비교하였고, GQL-15 설문지 항목의 총점, 주변시, 명순응과 암순응, 실외활동 저하는 시야
감도(Mean Deviation), 남은시야기능(Visual Field Index), 망막신경섬유층(Retinal Nerve Fiber
Layer) 두께와 상관성이 있었고(p<0.05), 중심시와 근용시 저하는 남은시야기능과 상관성이 있
었다(p<0.05).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ROC 곡선 분석에서 곡선아래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은 시기능 만족도의 모든 활동에 판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선별
기준 값(cut-off point)은 특이도를 95%로 제한하고 민감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정하였을 때,
GQL-15 각 항목의 총점은 AUC가 0.838, 민감도 60.47%, 특이도 96.15%로 나타났고, 검사
항목 중에서는 명순응과 암순응의 AUC는 0.842, 민감도는 53.49%, 특이도는 9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GQL-15 점수의 총점과 명순응∙암순응의 점수는 초기녹내장 예측에 유용하여 녹내장 선
별검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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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0

경북 일부지역 성인의 안건강에 관한 연구
배현주, 김정숙, 엄정희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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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ics95@ma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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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1

구면 ICL 삽입에 따른 난시 개선 효과 분석
이명희, 문수경, 김영철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성남

목적 :

구면 ICL 삽입 시술에 의한 근시성 난시안의 수술 전, 후의 난시량의 변화를 이론

적으로 증명하고, 실제 피검자의 실측값과 비교 분석 하였다.

방법 : 근시성 난시안의 사람을 구면 ICL 삽입술 전, 후의 난시굴절력의 변화를 측정하였
고 가우스 결상방정식과 행렬전달식으로 초점거리의 변화를 계산하여 난시량의 변화를 확
인하였다. 또한 렌즈의 위치에 따른 난시량 변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결과 : 근시성 난시안의 사람의 ICL 삽입술 전 초점거리의 변화를 가우스 결상방정식과 행
렬전달식으로 계산하여 두 방법 동일하게 수직 초점거리 24.85mm, 수평 초점거리
25.15mm로 0.64D의 난시량을 가진다. 이는 구면 ICL 삽입술 후 가우스 결상방정식과 행
렬전달식으로 수직 초점거리 27.81mm, 수평 초점거리 28.15mm, 난시 0.59D로 0.05D 정
도 감소하였다. 또한 구면 ICL 삽입 위치가 각막에 가까울수록 난시가 더 많이 감소하였
다.

결론 : 구면 ICL 삽입술 전, 후의 난시량을 가우스 결상방정식과 행렬전달식으로 계산하여
난시량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막으로부터의 렌즈위치에 의한 난시량을 계산하여 근
시성 난시안인 사람의 구면 ICL 삽입에 따른 난시량 감소 효과를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추후 피검자의 ICL 시술에 의한 실제 난시 감소량과 계산으로 감소하는 난시량의 차이로
구면 ICL 삽입에 의한 각막곡률변화 및 방수깊이 변화 등 안구의 변화에 의한 난시 감소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mail : yckim@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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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2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Sports Sunglasses in Korea
Ji Hwan Han1), Tae-Hun Kim1,2)
Dept. of Visual Optics,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Welfare, Baekseok University1)
Dept. of Visual Optics, Baekseok University2)

Purpose: The study surveyed current customers’ sports sunglasses purchasing and
wearing habits in order to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ocular side effects of
wearing sports sunglasses.
Methods: The study surveyed 147 customers who had been using sports sunglasses.
We

investigated

the

customers’

motivations

for

wearing

sunglasses,

their

vision

correction method, purchasing store, brand selection, the awareness of warnings about
the use of sports sunglasses, and the ocular side effects. We used SPSS version 18
(SPSS INC., Chicago, IL, USA)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 independent T-test
and χ2 test (chi-square test)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73.5% of the customers wore sports sunglasses for glare reduction, which was
the top motivation. 10.2% of them wore them for eye protection, 9.5% for visibility, 2.7%
for the aesthetic effect, and 4.1% for other purposes. 43.5% usually purchased their
sports sunglasses from online stores, while 25.3% bought them from optical stores,
12.2% from specialized shops for goggles, 10.2% from duty-free shops, and 4.1% from
others. 44.5% of the customers who wore sports sunglasses had experienced side
effects, while 55.5% had not experienced any side effects.
40.4% of the customers had read and been informed of the risks and care instructions
for wearing sports sunglasses. However, 59.5% had not read or been informed of the
risks and precautions by sellers. The survey shows that 53.5% of the customers who
had been informed and had read the warnings about the use of sports sunglasses had
purchased them from an optical store.
Conclusions: Many customers had experienced side effects from the use of sports
sunglasses. The majority of the customers had purchased sports sunglasses from online
stores and had received in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risks of wearing sports
sunglasses. Customers who had purchased their sports sunglasses from an optical store
had been informed of the risks of wearing sports sunglasses by an optician, and had
experienced fewer side effects.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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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3

자외선차단 기능성 안경렌즈의 자외선 차단에 대한 고찰
이양훈1), 김태훈1,2)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1),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2)

목적: : 최근 국내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용 기능성 안경렌즈의 자외선
차단율을 동일 굴절률의 기존 안경렌즈와 비교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를 국내외 표준규격에서의
자외선 투과율 측정 규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방법: 현재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용 기능성 안경렌즈와 굴절률 1.60의 플라스틱
안경렌즈를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자외선 투과율을 측정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5종류의 1.60 렌즈의 UV-A에 해당하는 320~380 nm까지의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모든 렌즈가 100%의 차단율을 보였으며, 380~400 nm까지 측정한 결과 평균 98.72%,
320~400 nm에서는 99.2%의 차단율을 나타냈다. 자외선 차단용 기능성 안경렌즈의 320~400
nm에서의 차단율은 100%를 나타내 두 결과값의 차이는 약 0.8%p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산하인 국제비이온화 방사선 방호협회(ICNIRP)는 UV-A의 파장대를 315~400
nm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 규격인 ISO 8980-3 (Ophthalmic optics- Uncut finished
spectacle lenses - Part3: Transmittance specifications and test methods)에서는 UV-A의
파장대를 315~380 nm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일반 플라스틱 고굴절률(1.60) 안경렌즈와 자외선 차단용 기능성 안경렌즈는 대기권
내부로 들어오는 UV-A 영역에서 차단율은 크게 차이가 없으며, 국제규격에는 적합한 자외선
차단율을 가진 안경렌즈도 다른 규정으로 인해 부적합한 안경렌즈로 오인될 수 있기에
규격화된 동일 규정에 의한 안경렌즈의 자외선 차단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mail : missionck@naver.com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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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24

Steeper한 base curve를 갖는 안경렌즈 설계
이수천
강동대학교 안경광학과

본 논문은 +4.00D의 구면 굴절력을 사용하여 같은 굴절력을 갖는 두 형태의 볼록 메니스
커스 형태의 렌즈 중 렌즈의 curve가 더 steeper한 Wollaston 형태의 렌즈를 설계하여 눈의
모형안과 함께 최적화 과정을 통해 설계하였다. 사용한 렌즈 재질의 굴절률은 1.523이고 아베
수는 58.9이다. 안경렌즈의 직경을 50mm로 하고 구한 중심 두께는 3.4mm이다.

이렇게 설계

하여 얻은 렌즈의 유효굴절력은 +4.70D, back vertex power는 +4.92D 그리고 front vertex
power는 +4.54D이다. 또한 제 1 주점은 1면으로부터 –1cm 위치에 있고, 제 2 주점은 2면으
로부터 –0.7cm에 위치해 있다. 또한 설계한 렌즈로부터 구한 image surface의 곡률반경은 –
309mm이고 far point sphere의 곡률반경 값은 –176mm이다 이로부터 나타낸

power error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종 색수차 값은 0.07D 값을 보였다. 설계한 렌즈의 수차를 알아
보고, 성능 평가는 회절광학적인 MTF를 계산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값은 10lp/mm의 공간주파
수에서 대략 70% 정도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flat한 base curve를 갖는 경우보다

steeper한 base curve를 가질 때 더 선명한 시야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음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Fig.1

Power error of spectacle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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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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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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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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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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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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nuscript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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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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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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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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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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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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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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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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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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A (1페이지) 다비치
모든 광고는 컬러로 삽입 바랍니다.

광고 B (1페이지) 존슨앤드존슨

광고 C (1페이지) 자이스

광고 D (1페이지) 한국톱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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