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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역대회장
님과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또한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 주신 대한안경사협

회 김영필 회장님과 임원님들, 안경관련 산업체 대표님, 그리고
한국안광학회 회장님과 함께 2016년 춘계학술대회를 저희 마
산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시과학회 회장 엄정희입니다.

1999년 5월, 학회를 창립할 당시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외부적으로 학회에
대한 평가는 기대 이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회원 및
았습니다.

투고 논문 확보 또한 어려움이 많

지난 15년간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러 회원님들

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유관단체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13년 12월에 본 학

회의 학술지인 대한시과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경사를 맞이하
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이제 본 학회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시과학관련 연구 역량 제고를 위
한 학술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임원진들은 다음
과 같은 학회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등재학술지에 만족하지 않고 SCIE등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영문게재 및 학술지에 대한 인용지수가 높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학회지의 위상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인 논문 투고, 시
과학회지 논문 인용, 수준 높은 논문심사, 그리고 활발한 회원 활동 등 회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제적 학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학회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
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개최와 회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 관련 학술단체 및 유관 산업체와의 학문적 교
류도 활발히 할 것입니다.
셋째, 회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회원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학회 운영을 꾀할 것입니다. 모든 회원님들께서는 춘계 및 추계 학술
대회 후 화합을 위한 자리에 참석해 주시어 회원들 간의 만남의 장에서 개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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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지 못했던 충분한 토론과 선후배간의 만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강연, 구연 및 포스터 등이 회원여러분들께는 최신 연구 동향
과 새로운 지식의 트랜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 학문적 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
합니다.

우리 학회지가 학술등재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연구

논문 투고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원진들 모두 뜻을 모아 명품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오니 회원 여러분들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임원들 및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마산대학교 총장님과 안경광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
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지원해주신 산업체 대표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
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님들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오며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5월

대한시과학회 회장 엄 정 희

- 4 -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6

축 사
존경하는 대한시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대한시과학회의 2016년 춘계학술대회를 경남 마산의
명문 마산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여러 선배 교수님들과 후배 교수님들을 뵙게 되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으며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
신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안경광학과가 설립된지 어느덧 33년이라는 세
월이 흘렀습니다. 안경광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의 수도 46개
에 달하고 매년 2,100여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안경사 면허 역시 매년
1,500여명이 배출되면서 이제 4만여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명분다툼과
업무영역의 불분명으로 업계가 혼란스러움을 격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볼 때 안타까
움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시과학회를 비롯한 한국안광학회 등의 학술대회를 통한 시광학 분야의 많
은 연구들이 안경사에게 있어 정제되고 정리된 학문적 고유영역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연구영역의 확대와 급변하는 교육환경
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안경사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
해 봅니다.
오늘 춘계학술대회에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연구결과를 발표를 해주실 연구자분
들과 그 외에도 포스터 발표를 해주신 연구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교육인증평가제와 또한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이 새
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직능에 따른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안경사 직능의 발전적 정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앞서 못한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험생 부족과 안경광학과의 경쟁률 하락이라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더욱
힘내시라고 모든 연구자분들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안경사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새 변화에 힘을 실어 모두가 한걸음 더 성장하는 정보공유와 심층
적인 토론의 장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05. 28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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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시과학회 2016년도 춘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시과학 및 안경계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
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대한시과학회 집행부 및 회원 여러분들
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시과학회는 시과학 지식의 향
상과 학문적 연구를 촉진시켜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그
결과를 인정받고 시과학 관련 최신 학술과 기술 보급에 큰 역
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시과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이뤄내
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술단체로서 시과학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로 성장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안경업계가 보다 발전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
가기를 희망하며, 성공적인 학술대회로 성황리에 마무리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앞으로도 보다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하여 안경계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적
가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협회 또한 대한시과학회의 학술 연구와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대한시과학회 역시 안경사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시 한 번, 대한시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학술대회
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한시과학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05. 28

(사)대한안경사협회
회

장

김 영 필

축 사
존경하는 대한시과학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인 5월, 2016년 대한시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
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6년 한국안경산업이 힘차게 웅
비하는 한 해, 안경산업 종사자 모두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춘계학술대회는 시과학 분야의 우수 논문 발표와 신제품
발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 시과학 분야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뜻 깊은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도 안경산업 종사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
경산업의 전문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안경산업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활동은
물론 여러분들의 사랑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안경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보
내주신 격려 덕분에 이번 제15회 대구국제안경전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
었고, 세계 안경산업의 불황에도 수출이 상승한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적극적인 협조
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 속에 다가올 10년을 준비
하는 진흥원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축된 안경인프라와 안경산업기반기술산업으로 안

경의 품질향상을 선도하고 안경산업의 연구개발과 다방면의 기업지원사업 추진으로
우리나라 안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겠습니다. 한국 안경이 치
열한 세계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진 안경이 되도록 불철주야 더 많은 지원과
노력에 힘쓰겠습니다.
올해에는 여러분과 더욱 긴밀하고 친밀한 위치에서 안경 산업의 희망의 불을 밝히
겠습니다.
국내·외 여러 산업의 제반여건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하
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국내 안경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화합과 격려가 절실합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6년 대한시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손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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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시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2016년 5월 28일 (토요일)
시 간

강 연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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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Ⅰ

12:30-13:0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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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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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사

사회: 유근창 (동신대학교)

특별강연

좌장: 문병연 (강원대학교)
이성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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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발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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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영(을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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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을지대학교)

분석
3. 약시의 시감각 이상에 대한 임상적 접근

구연발표 Ⅱ

이기석(여주대학교)
구연발표 (10분)

좌장: 신장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4. 측정방식이 다른 검사기기로 측정한 굴절검사값

질의응답 ( 5분)

한덕규(을지대학교)

비교

15:40-16:30 5. 차조기 추출물이 굴절이상에 미치는 영향
6. Reliability of Prediction for Axial Length in

정경인(동신대학교)
김형수(강원대학교)

Emmetropia Using Schematic Eyes

16:30-16:40

Coffee break, 포스터 발표 Ⅱ

산업체 제품

좌장: 이혜정 (여주대학교)

발표
16:40-16:55

구연발표 (7분)

1. 니덱
2. 한국톱콘

신윤수 차장

16:55-17:10

우수논문 시상

사회 : 유근창(동신대학교)

17:10-17:30

임시총회

사회 : 유근창(동신대학교)

17:30-19:00

석식

2016년 5월 29일 (일요일)
10:00-12:00

포스터발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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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16:3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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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Ⅰ

특별강연
SPECIAL LECTURE
13:40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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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비전
-

Vision Support Korea 이성욱 -

스포츠 비젼의 역사를 살펴 보면, 1978년에 미국·Optometry 협회안에 「스포츠
비젼·섹션」이

설립되었으며,

1984년

N.A.S.V(National

Academy

of

Sports

Vision)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1988년에 「스포츠 비젼 연구회」가 발족
하여, 현재 년１회 연구회가 개최되고 있다.
스포츠 비전의 목적으로는
시각기능측정은 스포츠 비전의 카테고리 중 일부분으로써 선수가 외부의 정보를 입수
하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각기능을 측정하고, 스포츠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
보는 것에 의해 입력되는 정보를 뇌에서 분석하고, 움직이는 것으로써 출력하기 까지
의 프로세스를 트레이닝하는 것에 의해 “야구공”이 잘 보이게 되거나(선구안), 순간
적 판단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 판명되었다.
시기능을 분석하는 것에 의해 선수 개개인의 어깨와 폼 교정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시기능 측정과 분석으로 “잘 보인다”,“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시각정보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신체 움직임에 연동시켜 결과적으로
는 좋은 플레이가 될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I. 스포츠 비젼의 4가지 요인
일반적으로 스포츠 비젼에는, 다음의 4가지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1. 검사
•

굴절 이상 : 타각적 검사기기를 이용하여 양안 굴절 이상 측정

•

정지시력 : 단안(좌, 우), 양안시력 측정

•

동체시력 : 움직이고 있는 눈의 능력을 측정

•

콘트라스트 감도 : 명암을 분별하는 능력을 측정

•

안구운동 : 빠르게 안구를 이동시키는 충동성 안구운동을 측정

•

심시력 : 공간지각(3D)과 거리감을 인지하는 능력을 측정

•

우세안 : 우세안(우위안)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

•

안구추종능력 : 근접시키는 물체를 주시 하였을때의 안구 추종 능력을 측정

•

순간시 : 순간적으로 물체를 보는 능력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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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과 손의 협응성 : 눈에 들어온 정보를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 할때까지의 속
도, 밸런스등을 측정

2. 교정
앞의 검사에 대하여, 교정 할 필요가 있으면 실시한다. 이 때, 스포츠 종목, 증상, 및
본인의 희망등을 배려하여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가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지금까지 많
은 스포츠 선수의 눈 검사를 해 왔지만, 그중에는 나안 시력이 0.3 이하임에도 불구하
고 교정하지 않은 상태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도 많이 있었다. 또, 난시나 부등시
미교정 상태도 많이 발견되었으며 지도자 계몽의 중요함도 통감하고 있다.

3. 트레이닝(강화)
스포츠 비젼 검사 항목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트레이닝 계획을 생각한다. 우선 약한
항목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전체 레벨 업을 생각한다. 또 스포츠 종목
에 따라 필요로하는 시기능의 중요도는 다르므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시기능 전체 레벨 업의 결과, 각각의 시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잊어서는 안된다. (자세한 것은 후술).

4. 보호
스포츠에서 부상은 불가결한 상황이다. 눈에 대한 상처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눈에 대한 위험도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작은 볼을 사용하는 구기 종목의 위험도가 높다. 예를 들면, 야구,
테니스, 골프 등이다. 야구 볼의 경우, 경식 공보다 부드러워서 변형·일그러짐을 일으
키기 쉬운 연식 공이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NBA에서는 상대 플레이어의 팔꿈
치나 손가락이 눈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고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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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과 보고
검사가 종료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분석하여 선수 본인 및 지도자에게 보고
를 한다.

II. 강화(트레이닝)
스포츠 종목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스포츠 비젼 능력은 각각 다르다. 다음 자료는 미
국 optometric 협회가 조사한 것이다. 각각 ５단계 평가로 숫자가 높은 것이 중요도
도 높다.

따라서, 종목의 특성을 배려하면서 트레이닝을 실시해야한다. 또, 검사 결과를 근거로
개인별 트레이닝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체 시력을 훈련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자
주 받는다. 그러나, 야구 투수가 빠른 볼을 던지기 위해서 근력, 유연성, 지구력등을
종합적으로 트레이닝 하듯이 눈에 관해서도 안구 운동, 조절력, 주변 시야 등 종합적
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즉, 스포츠 비전 트레이닝은 기본 트레이닝과 개별 트레이닝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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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기본(베이스) 트레이닝
１) 안구 운동 트레이닝
２) 조절력 트레이닝
３) 주변 시야의 트레이닝

(２) 개별 트레이닝
외국에서 스포츠 비전은 비즈니스로 성립되어 있다. 즉, 스포츠 비전 전문가와 선수
가 계약을 하여 개별적 케어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양안시나 폭주 부족등을 개선시키
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비전 트레이닝 = 개별 메뉴로
생각되어진다.

III. 마치며
스포츠 비전의 역가 짧아 아직도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단계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 경우 웨이트 트레이닝등과 비교하면 스포츠 비전 트레이닝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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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

구 연 발 표
Colloquium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6

구연-1

모노비전 노안수술 후 시기능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민지영 · 이군자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모노비전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노안 환자를 대상으로 양안시기능 및 시기능 만족도를 평
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모노비전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사시 또는 수직사위, 백내장, 시신경질환,
망막질환 등의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질환이나 전신질환이 없으며, 양안의 교정시력이
각각 1.0 이상이고, 가입도가 1.00 D 이상 2.00 D 이하인 58명의 노안환자(49.57 ± 3.27세)
를 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1개월, 3개월 및, 6개월 후 대비시력, 사위, 입체시, 억제, 융합성
폭주력, 조절력, TBUT, 쉬르머검사(Schirmer's test)와 설문조사에 의한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검사결과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수술 후 밝은 조명과 어두운 조명상태에서 양안 원거리, 근거리 100% 및 10 % 대비시
력은 수술 전 누진다초점 안경 또는 모노비전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시력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근거리 입체시와 원거리 폭주융합력, 눈물의 질과 양도 감소하였다. 그러
나 비우세안의 조절력과 양안의 조절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우세안의 조절력과 근
거리 폭주융합력, 편위도, 억제 및 시야는 수술 전과 차이가 없었다. 모노비전 수술 후 만족도
는 원거리와 근거리 시력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타났고(p<0.05), 적응에 소요되는 기
간은 6개월 이내로 나타났다(p<0.05).

결론: 모노비전 각막 굴절 교정수술 후 유발된 양안 굴절력 차이로 원·근거리 시력, 입체시 및
원거리융합력이 감소하였지만, 환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착용 시 보다
높았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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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2

한국인의 연령관련 황반변성과 영양소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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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와 말기 환자군에서 무기질과 비타민의 흡수량과

AMD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과정 중 2011, 2012년도 조사대상자의 건강 검진과 안과 검진
을 받은 사람과 영양 검진 조사를 받은 대상으로 AMD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무산동 안
저 사진을 통한 안과 검진 결과값을 기준으로 AMD 초기 환자군과 말기환자군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리보플라민, 티아민, 나이아신, 비타민 C 등
10가지 영양소의 평균 섭취량과 AMD의 연관성은 카이제곱 검정 결과로 분석하고, 이러한 영
양소들의 AMD 위험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위험도 오즈비(odd ratio)는 이진수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구하고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ver.18로 분석하
였다.

결과: AMD 초기 환자군에서는 모든 영양소들이 상관성을 보였으며, 칼슘(p=0.002), 인
(p=0.000), 나트륨(p=0.001), 칼륨(p=0.001), 리보플라민(p=0.003), 나이아신(p=0.000), 비타
민C(p=0.010) 등의 섭취량이 평균 섭취량보다 낮을수록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MD
말기 환자군에서는 칼륨(p=0.002), 리보플라민이(p=0.018) 상관성을 보였으나 영양소의 평균
섭취량이 말기 환자군에서의 위험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AMD 초기 환자의 경우에는 비타민 C, 아연, 칼슘 등의 섭취가 AMD 위험비를 낮추지만
후기 환자군의 경우에는 유의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AMD 초기에 비타민과 전해질이 풍부한
영양소의 섭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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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3

약시의 시감각 이상에 대한 임상적 접근
이기석
여주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약시의

시감각(visual

sensory)과

눈운동감각(oculomotor

sensory)

이상들

(abnormalities)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임상에서 시감각 이상은 단순
히 시력 측정만으로 약시의 정도와 변화를 예측하고 있으며, 다른 추가적인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대한 정보 또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력 측정
외에 어떠한 검사들이 약시의 시감각 이상을 보여 주는지를 확인하여 약시안의 분석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방법: 정상안 24명(15.66.1세)과 약시안 21명(11.424.4세, 굴절성:10, 혼합성:11)을 대상으로
임상에서 가능한 시감각 검사들 중 자각적-타각적 검사를 통한 원-근거리 교정시력, 단안-양
안 조절력(push-up), MEM(Monocular Estimated Methods)검사와 원거리 입체시검사를 실시
하였다.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여 정상안과 약시안의 비교, 그리고 약시안에서 약시의
종류(굴절성과 혼합성)에 따라 시감각 이상을 분석하였다.

결과: 정상안과 약시안의 비교에서 원(p<0.05)-근거리(p<0.05) 교정시력, MEM(p<0.05)과 입
체시(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약시의 종류에 따른 비교에서는 모든 시감각에서
의미 있는 차이(p<0.05)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임상에서 약시의 시감각 이상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원-근거리 시력과
함께 MEM과 입체시에서 정상안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기존의 교정 시력상태만
을 기초로 약시안의 정도를 판단하였지만, MEM과 입체시 등 추가적인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
인 시감각 상태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굴절성과 혼합성 약시안의 종
류에 따른 시감각 이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약시의 종류에 상
관없이 원-근거리 시력, MEM과 입체시 검사가 시감각 이상을 분석하고 변화를 관찰하는데 중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mail : skial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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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4

측정방식이 다른 검사기기로 측정한 굴절검사값 비교
한덕규 · 김정미 · 이군자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근시성 난시안에서 굴절력 측정방식이 다른 자동굴절력계(KR), 개방형 자동굴절력계
(Nvision), 파면수차분석계(KR-1W)를 이용하여 측정한 등가구면굴절력과 원주굴절력의 정확도
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교정시력 1.0 이상인 근시성 난시안 50명(100안, 22.74±1.88세)을 대상으로 자동굴절력
계(KR-8100P,

Topcon,

Japan),

개방형

자동굴절력계(Nvision

K-5001,

Shin-Nippon,

Japan), 파면수차분석계(KR-1W, Topcon, Japan)를 이용하여 굴절이상을 각각 측정하고, 자
각식 굴절검사를 시행하였다. 각각의 기기 측정값은 동일한 검사자에 의해 연속적으로 3번 측
정된 평균값을 이용하였고, 굴정이상 측정값은 Power vector analysis로 변환하여 등가구면 성
분인 M, 0도 축의 난시성분을 나타내는 J0, 45도 축의 난시성분을 나타내는 J45 등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측정값의 정확도는 자각식 굴절검사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기에서 측정한 값
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자동굴절력계의

M,

J0,

J45 각각의

측정값은

-4.01±2.727

D,

0.51±0.446

D,

-0.12±0.264 D로 자각식 굴절검사의 측정값과 모든 성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두 검사 방법의

차이값은 각각 -0.17±0.569 D, +0.14±0.271 D, -0.12±0.185 D로 나타났

으며, 개방형 자동굴절력계의 M, J0, J45 의 측정값은 -3.44±2.589 D, 0.42±0.455 D,
0.12±0.278 D로 자각식 굴절검사측정값 사이에서 M 과 J0 성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5), J45 에서는 차이가 없었다(P=0.339). 두 검사 방법에서 측정값의 차이는 각각
+0.39±0.705 D, +0.06±0.286 D, +0.02±0.229 D로 나타났다. 또한 파면수차분석계의 M,
J0, J45 의 값은 -3.92±2.695 D, 0.45±0.411 D, -0.04±0.212 D로 자각식 굴절검사측정값
사이에서 M은 차이가 없었고(P=0.171)

J0 와 J45 성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두 검사 방법에서 측정값의 차이는 각각 -0.09±0.636 D, +0.09±0.235 D, -0.03±0.147 D로
나타났다. 자각식 굴절검사값을 기준으로 한 M, J0, J45 성분들의 정확성계수는 자동굴절력계
에서 각각 1.117, 0.529, 0.372, 개방형 자동굴절력계는 1.391, 0.568, 0.450, 파면수차분석계
는 1.254, 0.451, 0.294로 나타났다.
결론: 등가구면굴절력을 나타내는 M 성분에 대해서는 자동굴절력계(KR)가 개방형 자동굴절력
계(Nvision)와 파면수차분석계(KR-1W)보다 정확도가 높았고, 원주굴절력을 나타낸 J0 와 J45
성분은 파면수차분석계(KR-1W)가 자동굴절력계(KR)와 개방형 자동굴절력계(Nvision)보다 정확
도가 높게 나타났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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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5

차조기 추출물이 굴절이상에 미치는 영향
정경인 · 유근창
동신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차조기 추출물이 등가구면 굴절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구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허가번호 :
DSGOH-033)의 허가를 받아 선천성 또는 만성질환이 없고 내과적인 진찰결과 병적 증상 또는
소견이 없는 사람, 임상병리 검사 및 활력징후가 정상범위에 속하며 등가구면 굴절이상이 –
3.00D 이상인 피험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차조기 추출물과 대조군인 위약(placebo)
을 각각 복용, 그로부터 2시간 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근거리 작업을 2시간 동안 실시하였
다. 굴절이상도는 차조기 추출물을 복용하기 전과 2시간 근거리 작업 후에 각각 타각적 굴절검
사 방법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시각적 근거리 작업 전과 후의 평균 굴절이상 변화를 비교한 결과, 차조기 추출물을 복
용했을 때 우세안에서는 –0.155±0.27 D, 비우세안에서는 –0.163±0.28 D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굴절이상도의 감소를 보였다. 위약을 복용했을 때는 우세안에서 +0.133±0.27 D, 비우세안
에서는 +0.120±0.25 D로 유의한 굴절이상도의 증가를 보였다.
결론: 차조기 추출물이 위약에 비해 평균 등가구면 굴절이상 값을 현저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보아 차조기 추출물이 시력감퇴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
로 눈과 관련된 추가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gcryu@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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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6

Reliability of Prediction for Axial Length in Emmetropia
Using Schematic Eyes
Hyeong-Su Kim, Hyun Gug Cho, Byeong-Yeon Moon, Dong-Sik Yu
Department of Optome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formulas to predict axial length (AL) on the basis
of refractive error and corneal radius using schematic eyes.
Methods: This study comprised 37 emmetropic subjects (45 eyes) with a mean age of
53.57±12.04 years. All subjects were free of any ocular disease and had no history of
ocular

surgery

or

trauma.

Formulas

for

calculation of

ALs

were

obtained

using

Gullstrand’s exact schematic eye, Gullstrand’s simplified schematic eye and Le Grand’s
schematic eye. ALs were predicted by each formula with measured refractive error and
corneal radius by auto-refractometer. To compare between the calculated ALs and the
measured ALs by IOL-master, the agreement between two different ALs was evaluated
using Bland and Altman analysis.
Results: The mean difference between measured AL and calculated AL was 0.00±0.33
mm in Gullstrand’s simplified schematic eye, 0.20±0.33 mm in Le Grand’s schematic
eye, and 0.31±0.35 mm in Gullstrand’s exact schematic eye. And only Gullstrand’s
simplified schematic ey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he difference. Gullstrand’s
simplified schematic eye showed the highest agreement between two different ALs in all
schematic eyes.
Conclusions: Axial length can be more accurately predicted by calculation formula
based on refractive error and corneal radius using Gullstrand’s simplified schematic eye
in emmetropia.

E-mail : yds@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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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

콘택트렌즈 착용안과 각막굴절교정 수술안의 눈물막 평가
이윤정 · 김연희 · 김정미 · 이군자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콘택트렌즈 착용안과 각막굴절교정 수술안의 눈물막 검사값을 정상안과 비교하고자 하였
다.
방법: 안질환이 없는 건강한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콘택트렌즈를

착

용하고 있는 114안(57명, 콘택트렌즈 착용군), 각막굴절수술을 받은 38안(19명, 각막굴절교정
수술군), 정상인 122안(61명, 정상 대조군)을 포함하여 총 274안(137명)이 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눈물의 양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눈물띠 높이(tear meniscus height, TMH)와 눈물의
질적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비침입성 눈물막파괴시간(non-invasive break up time, NIBUT)은
Keratograph 5M(K 5M), (Oculus, Germany)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TBUT는 형광염색 후
최초의 검은 점이 보이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모든 검사는 나안상태에서 측정하였고 한 명의
검사자가 수행하였다.
결과:

TMH

측정값은

콘택트렌즈

착용군

0.180±0.053

mm,

각막굴절교정

수술군

0.178±0.052 mm, 정상 대조군 0.187±0.050 mm로 나타났으며, 세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24). NIBUT 측정값은 콘택트렌즈 착용군 9.4±4.15 초, 각막굴절교정
수술군 9.93±4.31 초, 정상 대조군 11.54±3.49 초로 나타났고, 콘택트렌즈 착용군 및 각막굴
절교정 수술군은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2, p=0.010), 콘택트렌즈
착용군과 각막굴절교정 수술군은 차이가 없었다(p=1.000). TBUT 측정값은 콘택트렌즈 착용군
4.739±1.591 초, 각막굴절교정 수술군 4.992±2.187 초로 나타났으며, 세 그룹 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145).
결론: 콘택트렌즈 착용군과 각막굴절교정 수술군의 TMH로 측정한 눈물의 양은 정상대조군과
차이가 없었고, 눈물의 안정성을 측정한 TBUT는 정상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NIBUT는 측
정되어, 콘택트렌즈 착용군과 각막굴절교정 수술안의 눈물막은 정상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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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

Related factors for the quality of vision in myopic refractive surgery
patients
Jeong-Mee Kim · Koon-Ja Lee
Dept. of Optometry, Eulji University, Sungnam

Purpose: To evaluate visual quality associated with ocular aberrations and intraocular
scattering in myopic refractive surgery patients compared with emmetropes.
Methods: Sixty-eight surgery patients (23.49±2.5 years) and 20 emmetropes (22.50±1.7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Corneal asphericity (Q-value) was measured using
Pentacam topographer. High and low contrast visual acuities (HCVA, LCVA) and contrast
sensitivity
aberrations

(CS)

were

including

measured
lower

and

under

photopic

higher-order

and

mesopic

aberrations

(LOAs

conditions.
and

HOAs)

Ocular
were

measured for 4.0 mm and 6.0 mm pupil sizes using Wavefront Analyzer. MTF cutoff,
Strehl ratio, and objective scattering index (OSI) were measured using OQAS.
Results: The mean Q-values in the emmetropic and post-op groups were -0.34±0.12 (6
mm zone) and 0.84±0.43 (6 mm zone), respectively. There was a tendency for
Q-values to become more positive with greater ablation depth. In the post-op group,
HCVA and LCVA decreased more under mesopic condition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HCVA and LCVA under photopic conditions between the two groups. CS deteriorated
more for all spatial frequencies in the post-op group.
In the post-op group, ocular SA (4 mm), OSI, corneal ablation, defocus (6 mm), ocular
total HOAs (4 mm and 6 mm), and MTF cutoff were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of
visual quality under photopic conditions; ocular total HOAs (4 mm and 6 mm), ocular
coma (6 mm), corneal SA (6 mm), OSI, and defocus (6 mm) were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of visual quality under mesopic conditions.
Discussion: The visual quality in post-op group decreased more under mesopic
conditions compared with the emmetropes. A mesopic condition would be the main
factor influencing visual effects of ocular aberrations and intraocular scattering. Thus,
better visual outcomes are more likely if optical defects are minimized by refractive
surgical techniques and procedures and creation of a customized shape rather than an
oblate shape.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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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

핀홀효과가 안기능과 눈에 미치는 영향
문수경 · 이명희 · 김영철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핀홀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안 기능적 요소의 변화와 초점심도, 망막조도 등 광학적 요

소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기능 검사의 신뢰를 위해 교정시력이 0.8 이상인 자와 전신 질환과 안과 질환을 앓고 있
지 않은 20~30대 30명을 실험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양안시의 평가를 위해 단일 핀홀과 다중 핀홀, 일반적 상태 세 가지 조건에서 stereo fly test
를 이용하여 근거리 입체시를 측정하였다. 또한 초점심도의 변화를 보기 위해 2 ㎜ 핀홀 렌즈
를 가입한 상태와 일반적 상태 두 가지 조건에서 조절래그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망막조도의
변화는 토로랜드(toroland)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음으로 Mann-Whiteny u test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핀홀 렌즈를 가입한 상태에서 입체시는 40에서 60초각 사이에 단일 핀홀 9명 다중 핀홀
10명으로 나타났고, 100초각 이하는 단일 핀홀 13명 다중 핀홀 14명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상
태와 핀홀 렌즈 가입 후 입체시는 p=0.728, 1.00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절래그는 초점심도만을 고려했을 때 이론적으로 약 0.1D 가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조절래그를 측정하였을 때 약 1.00D 가량 증가했다.
망막조도는 공간 조도와 개구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상승하였다.
결론: 선행 연구에서 핀홀시력은 양안에서 단안보다 약 10~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를 통해 양안가중효과(binocular summation)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양안시의 최고 단계인 입체시를 측정하였는데 핀홀렌즈를 가입하였을 때 절반이상이 100초각
이상의 결과를 보여 양안시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초점심도의 증가로 이론적으로 상승해야하는 측정치인 조절래그는 큰 값이지만 일괄적으로 상
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망막조도는 공간 조도의 증가보다 개구의 직경이 증가할 때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 개구 직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mail : yckim@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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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4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유발된 근시퇴행안에서
각막굴절교정렌즈로 교정 후 굴절검사방법에 따른 굴절력 차이
이수연    · 이군자  
새얀안과   ,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근시퇴행안에서 나타난 교정굴절력을 굴절검사방법에 따른 차이
를 확인하였다.
방법: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2년 이상의 경과기간 중에 근시퇴행이 일어난 총 17명(32안, 평
균 31.87±4.74세)을 대상으로 자동굴절검사기기(RK-2, Canon, Japan), 검영기(Retinoscopy,
Welch Allyn, USA) 및 자각적굴절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검사값은 검사결과는 SPSS 21.0
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및 사후비교분석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자동굴절검사기로 측정한 등가구면굴절력(SE)값은 착용 전 -2.52±1.31 D, 착용 1일 후
-1.89±1.21 D, 착용 1주 후 -1.14±0.78 D, 착용 2주 후 -1.04±0.59 D, 착용 1달 후
-0.84±0.70 D), 검영기로 측정한 등가구면굴절력(SE)값은 착용 전 -2.05±1.23 D, 착용 1일
후 -1.35±1.13 D, 착용 1주 후 -0.54±0.87 D, 착용 2주 후 -0.39±0.79 D, 착용 1달 후
-0.28±0.81 D, 현성굴절검사로 측정했을 때 등가구면굴절력(SE)값은 착용 전 -2.01±1.16 D,
착용 1일 후 -1.36±1.15 D, 착용 1주 후 -0.56±0.74 D, 착용 2주 후 -0.43±0.70 D, 착용
1달 후 -0.30±0.76 D로 측정되었다. 각막굴절교정렌즈 착용 전과 착용 후 1일에는 자동굴절
검사기, 검영기 그리고 현성굴절검사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189, p=0.111),
착용 후 1주, 2주, 1달 후 등가구면굴절력값은 굴절검사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04, p=0.000, p=0.005), 자동굴절검사기와 현성굴절검사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자동굴절검사기로 측정한 값이 검영기와 현성굴절검사로 측정한 등가구면 굴절력보다
각각 -0.60 D, -0.58 D 정도 높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근시퇴행이 발생한 눈에 각막굴절교정렌즈를 착용한 경우 자동굴
절검사기로 측정한 등가구면 굴절력은 검영기와 현성굴절검사로 측정한 굴절력보다 근시도가
높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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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5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유발된 근시퇴행안에서
각막굴절교정렌즈에 의한 시력개선 효과
이수연    · 이군자  
새얀안과   ,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나타난 근시퇴행안에서 각막굴절교정렌즈 착용 후 시력개선효과
를 관찰하고 시력개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레이저굴절교정수술을 받고 근시퇴행이 일어난 만 18세 이상 대상자 기준으로 총 17명
(32안,

평균:31.87±4.74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막굴절교정렌즈는

Paragon

CRT®100

Lens(Paragon Vision Sciences, Mesa, Arizona, USA)로 처방하였고, 굴절력은 자동굴절검사
기기(RK-2, Canon, Japan)와 검영기(Retinoscopy, Welch Allyn, USA)와 자각적굴절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력검사는

밝은

조명상태와

어두운

조명상태에서

100%와

10%

ETDRS chart를 이용하여 단안으로 나안시력, 각막굴절교정렌즈 착용 후 1일, 1주, 2주, 1개월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logMAR

단위를

이용하였다.

각막의

비구면계수(coefficents

of

asphericity)와 각막두께 및 전방깊이는 각막지형도 검사기기(ORBscan Ⅱ, Bausch+Lomb,
Rochester, USA)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막의 비구면계수 Q 값은 6 ㎜
영역의 값으로 사용하였고, 각막두께는 각막중심과 각막의 중심에서 3 ㎜ 떨어진 부분 0°,
45°, 90°, 145°, 180°, 225°, 270°, 315° 총 8곳을 측정하였다. 파면수차는 Wavefront
Analyzer(CRS-Master, Carl Zeiss Meditec, Germany)를 사용하여 어두운 상태(mesopic
condition)에서 동공크기 4 ㎜

영역에 대해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발생한 근시퇴행안에 각막굴절교정렌즈를 처방한 결과 근시굴절
력이 감소하였다. 각막중심부 평균곡률반경은 점차 편평한 형태로 변하였고,

중간주변부 곡률

은 볼록한 형태로 변하였으며, 각막의 비구면도는 positive Q값이 증가한 형태로 변하였다. 각
막굴절교정렌즈 착용 후 각막중심곡률 변화량과 비구면도 변화량은 각막굴절교정렌즈 착용 1
일 후, 1주 후에 상당한 양의 상관성을(R=0.461, R=0.397) 나타내었고, 2주, 1달 후에는 상관
성을 나타나지 않았다(p>0.05). 각막중심두께는 감소하였고, 각막주변부두께는 증가하였으나
착용 전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전방깊이와 고위수차도 착용 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막굴절교정렌즈 착용 후 각막비구면도는 시력과 상관성이 있었다.
결론: 레이저굴절교정수술을 받고 근시퇴행이 발생한 경우 각막굴절교정렌즈 처방으로 시력 개
선효과가 가능하며, 시력개선효과는 각막의 비구면도 변화와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각막굴절교정렌즈로 근시퇴행안의 시력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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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6

모노비전 각막굴절교정 수술 후 자동굴절검사와
자각식 굴절검사에 의한 굴절력 비교
민지영 · 이군자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각막 굴절 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자동 굴절검사와 자각식 굴절검사
값을 비교하였다.
방법: 각막 굴절 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사시 또는 수직사위, 백내장, 시신경질환, 망
막질환 등의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질환이나 전신질환이 없으며, 양안의 교정시력이 각
각 1.0 이상인 58명의 환자(49.57 ± 3.27세)를 대상으로 수술 1개월, 3개월, 6개월 후 자동
굴절검사와 자각식 굴절검사를 비교하였으며 각막 절삭량에 따른 굴절검사 차이값의 상관관계
를 조사하였다. 검사결과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
다.
결과: 수술 후 자동 굴절검사법과 자각식 굴절검사는 경과기간에 따른 굴절이상도는 차이가 없
었지만(p>0.05) 자동

굴절검사값이 자각식 굴절검사값 보다 근시쪽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각막 절삭량이 많을 수록 자동 굴절검사값과 자각식 굴절검
사값의 차이가 많게 나타났다(p<0.05).
결론: 각막 굴절 교정 수술 후 각막 모양으로 인해 변하는 굴절이상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
해서는 자각식 굴절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mail : alsw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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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7

시뮬레이션 분석을 이용한 각막 실질 구조 분석
이명희 · 문수경 · 김영철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성남

목적: 망막은 안구를 보호하는 방어막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광선을 굴절시켜 망막에 도달하는
창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학적으로 투명성을 가져야한다.
본 연구는 해부학적인 각막 실질의 구조와 각막의 투명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
션 분석으로 각막 실질의 기본 구조 변화에 따른 투명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방법: 각막 실질은 생물학적으로 직경이 대략 20 ~ 30 nm의 실린더모양의 콜라겐 섬유들이
중심간 간격이 일정한 등방성 육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FDTD 방식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하
여 유사 각막 실질구조를 모델링하고, 콜라겐 섬유의 변수에 따른 빛의 투과율을 분석 하였다.
결과: 콜라겐섬유의 지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섬유 중심간 거리를 60 nm로 고정하고, 콜
라겐 지름이 10 ~ 90 nm인 조건에서 투과율을 계산 하였다. 그 결과 콜라겐 섬유의 지름에
따라 광 투과율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지름이 20 ~ 30 nm 일 때 투과율이 가장 높
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섬유사이 간격을 간격에 따른 광 투과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콜라겐 섬유의 지름을 고정
하고, 간격을 변화시키면서 출력 광 세기를 계산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도 간격
에 따른 광 세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콜라겐섬유의 직경과 그 사이 간격을 변화시키면서, 콜라겐 섬유 공간을 투과하기 전과
후의 에너지를 비교하였다. 콜라겐 섬유의 직경 및 간격에 따른 출력 광세기의 변화를 확인하
였으며 광 투명도에 대한 콜라겐 섬유의 최적 구조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E-mail : yckim@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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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8

성격유형 분류에 따른 시기능훈련의 효과 분석
장희정1) · 한이슬2) · 임현성1),2)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1)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2)

목적: 타인과 구분 짓는 각 개인의 고유한 특성인 성격분류 분석 설문을 활용하여 시기능 훈련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2~28세의 안질환과 병력이 없는 성인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양안시검사 이후 대상자
를 선정하여 1인 3종류의 시기능 훈련 도구를 단계별로 이용하여 7주 과정의 시기능을 훈련을
실시하였다. 시기능훈련을 마친 후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진 총 60문항의 Big5 성격분류에 해
당되는 모델설문지(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꼼꼼함)를 이용하여 성격 유형별 시기능훈
련 효과를 분석 하였다.
결과: 원거리 음성융합버전스의 훈련결과에서 성격유형에 따른 훈련 변화량의 상관성을 나타냈
으며(F=3.445,p<0.05), 단안(좌안)조절용이성 훈련의 결과에서훈련 전후 변화량에 따른 상관성
을 나타내었다(F=3.957,p<0.05). 설문항목 별 분석결과에서는 꼼꼼한 성격 유형에 해당하는
성격이 원거리 음성융합버전스의 파괴점(B.I. break point)와 원거리 음성융합버전스의 회복점
(B.I recovery point), 근거리 양성융합버전스(BO to blur) 검사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
였다.
결론: 시기능 훈련 이후 양안시 이상분류에 따른 변화량에 분석 전 Big5 모델 설문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 함으로써 성격 유형에 따른 시기능훈련 효과를 예측 할 수 있었으며, 시기능훈련 실
시에 앞서 설문을 통한 성격유형을 분석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시기능훈련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E-mail : hs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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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9

흡연이 젊은 성인의 동공크기와 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염신재1 · 최병권1 · 김준영1 · 김연희2 · 이군자1,*
1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2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담배 성분에 포함된 니코틴은 체내 흡수 시 콜린성수용체와 결합하여 부교감신경을 자극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흡연이 동공크기, 조절력, 수차에 미치는 급성 효과(acute effect)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과적 질환이 없고, 복용하는 약물이 없는

2년 이상의 흡연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

평균 0.5갑 이상의 흡연을 지속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30명(남 29명, 여 1명, 평균
연령 23±3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흡연자들은 검사 시작 8시간 전부터 흡연을 금하였으며 니
코틴 0.50 ㎎, 타르 6.0 ㎎가 함유된 J 사의 M 제품을 흡연 하게 한 후 20분 이내에 검사를
하였다. 동공크기는 어두운 상태(mesopic condition)에서 pupilometer(VIP, Neur Optics)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고, 조절력은 push-up 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수차는 Wavefront
(KR-1W, Topcon, Japan) 을 이용하여 동공크기 4 ㎜ 영역에서 측정하였다. 각각의 검사는 3
회씩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였으며, 검사 값은 SPSS(versio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어두운 조명상태에서 동공크기는 흡연 전 5.99±0.16 ㎜, 흡연 후 5.60±0.15 ㎜로 유의
하게 감소하였고(p=0.001), 조절력은 흡연 전 8.55±0.75 D, 흡연 후 7.00±0.47 D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p=0.000). 전체고위수차(total higher order aberration, HOA)는 흡연 전
0.107±0.007 ㎛,

흡연 후 0.126±0.010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22). 고위수차 중 3

차 수차(3rd-order aberration)는 흡연 전 0.087±0.007 ㎛, 흡연 후 0.113±0.009 ㎛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고(p=0.008), 구면수차(spherical aberration)는 흡연 전 0.042±0.007 ㎛, 흡연
후 0.024±0.004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5)
결론: 흡연 후 급성효과로 동공크기가 감소하고 구면수차가 감소하며 조절력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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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0

사위도와 버전스에 따른 시기능훈련 후 나타난 변화 분석
한이슬1) · 장희정2) · 임현성1),2)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1)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2)

목적: 사위도와 버전스에 따른 시기능훈련 전 후 나타나는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대 성인 남녀 69명 중 시기능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
하였고, 시기능훈련 전과 후의 양안 시기능을 평가 하였다(1.50D 이상의 부등시,약시,사시, 안
진, 사시수술환자, 시기능훈련을 2달 이상 받은 자, 시기능훈련에 영향을 주는 전신 질환자 또
는 약물 복용자를 제외 대상으로 하였다). 양안시기능 평가 방법으로는 시력검사, 폭주근점, 사
위도, 융합능력, 증감AC/A비, 융합용이성, 상대조절력, 조절래그, 조절력, 조절용이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모건의 표준값에 따라 사위도는 내사위, 정위, 외사위로 분류 하였으며 버전스 정
상범위미만, 정상범위, 정상범위 초과 그룹으로 분류하였다.(원거리사위도 정위 0~3△, 근거리
사위도 정위 0~6△, 원거리폭주여력정상범위 11~27△, 근거리개산여력 정상범위 17~25△,
근거리폭주여력 정상범위 17~25△) 통계프로그램은 SPSS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
적인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훈련 전 후 양안시기능 평가 중 폭주근점은 훈련 후 감소하였고, 양성 및 음성융합여력,
조절력, 융합용이성, 조절용이성은 훈련 후 증가하였다(p<0.05). 원거리 사위도에 따른 시기능
훈련 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근거리 개산여력 변화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F=4.073, p=0.021), 근거리 사위도에 따른 시기능훈련 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근거
리사위도 변화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F=8.696, p<0.001). 원거리폭
주여력에 따른 시기능 훈련 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원거리폭주여력 변화량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F=5.180, p=0.08), 근거리개산여력에 따른 시기능훈련 후 변화량
을 분석한 결과 근거리개산여력 변화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F=4.287, p=0.018), 근거리폭주여력에 따른 시기능훈련 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근거리폭주
여력 변화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13.142 p<0.001).
결론: 시기능훈련 전 근거리 폭주여력이 부족한 그룹에서 시기능훈련에 따른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능 훈련 후 변화 값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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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1

조제된 안경렌즈에 관한 왜곡현상 분석
허웅열1) · 강중구

2)

· 김지은1) · 김한나1) · 임현성1),2)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1)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2)

목적: 조제된 안경렌즈의 왜곡 유무와 왜곡 정도에 따라서 시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전신질환 및 안질환과 안과적 수술 경험이 없으며 원∙근거리 교정시력 1.0이상인 20대
성인 29명(총 58안)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검사는 변수 통제를 위해 동일조도, 동일 Chart
projecter의 란돌트고리시표를 사용하였고 조제PD, 조제OH가 허용 오차 내인 사람을 선별하였
다. 렌즈미터와 ARK를 이용하여 굴절이상도를 측정한 뒤 왜곡검사기로 왜곡검사를 실시하였
다. 그 다음 안경 착용 후 교정시력과 자각식굴절검사기에 안경도수를 가입하여 교정시력을 측
정해 비교하고, 자각식굴점검사로 안경도수와의 굴절이상도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왜곡정도
의 판단을 위해 렌즈미터 세 인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Ohp필름에 측정기준원을 만들어
측정하였다. 안경렌즈의 왜곡이 주변부부터 시작해 인점 중심부로 올수록 1-5단계로 높은 정
도의 왜곡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검사대상 58안에서 모두 왜곡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안경렌즈의 왜곡정도는 4단계(33%)가
가장 많았고, 1단계(5%)가 가장 적었다. 굴절이상도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고도수
일수록(등가구면 –4D이상) 높은 단계의 왜곡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곡단계가 높을수
록 안경착용 시력에 비해 자각식굴절검사기에 안경도수 가입 후 측정한 시력의 증가단계가 크
게 나타났고, 이는 시선이 지나는 광학중심점에 왜곡현상이 있으면 시력저하의 원인이 됨을 나
타내었다.
결론: 연구대상인 조제된 안경 전체에서 왜곡현상이 있었으며, 고도수일수록 안경렌즈의 왜곡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시선이 지나는 중심부에까지 왜곡현상이 있으면 시력저하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조제 및 가공 시 왜곡현상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공이 요구되어지며,
시력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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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2

일부 아시아 성인의 굴절이상도와 폭주근점 측정

김정숙 · 배현주 · 엄정희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 창원에 거주하는 아시아 성인의 굴절이상도를 분석하고 굴절이상도에 따른 폭주근점을
측정하여 굴절검사 및 양안시 스크리닝 검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 창원에 거주하는 아시아 성인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굴절이상도는 자동굴절력계
(Sciencetera, TSRK-1000)을 사용하였고, OptoRuler을 이용하여 폭주근점을 측정하였다. 굴절
이상도는

정시(≤ -0.50D), 경도근시(≤ -2.00D), 중등도근시(-2.00D ~ -6.00D), 강도 근시

(≤-6.25D)으로 분류한 후 굴절력 분포에 따라 폭주근점을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

평균

연령은

32.57±7.68세이고

남자

44명(31.62±6.60세),

여자

16명

(35.13±9.89세)이었다. 정시 12명(20%), 비정시안 48명(80%)으로 분류되었다. 평균 굴절이상
도는

–1.77±1.52D,

평균

폭주근점은

7.82±3.13cm로

정시안

8.33±4.09cm,

비정시안

7.69±2.87cm로 측정되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52, p=0.61). 굴절이상도에 따른 폭
주근점은 경도 7.85±3.04cm, 중등도 7.03±2.74cm, 강도 13.75±2.47cm로 측정되었다. 전체
적인 굴절력과 폭주근점에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중등도 굴절이상군에서는 마이
너스 굴절력이 증가할수록 폭주근점이 길어지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r=-0.603, p=0.013).
결론 : 평균 굴절이상도는 –1.77±1.52D, 폭주근점은 7.82±3.13cm로 측정되었다. 굴절이상도
에 의한 분류에서 강도 굴절이상에서 폭주근점이 높게 측정되었고 음의 상관성을 보였지만 전
체 굴절이상도에 따른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추후 대상자를 보정하여 연구한다면 굴절이상
도와 폭주근점의 상관성을 더 확실히 파악하여 굴절검사 및 양안시 스크리닝 검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kimjs@masan.ac.kr

- 28 -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6

포스터-13

성인의 시력과 우울증상에 관한 연구
김정숙 · 배현주 · 엄정희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 본 연구는 한국 성인에서 시력저하와 우울증상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

2013년부터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49세의 성인 중 안

검진과 우울진단 및 우울척도 검사에 임한 2264명(남 921명, 여 1343명)을 대상으로 시력과
우울증상의 관련성을 SPSS(Ver.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결과 : 총 5개의 군으로 분류된 시력은 1.0시력군 1679명(74.2%), 0.8시력군 310명(13.7%),
0.63부터 0.5시력군 169명(7.5%), 0.4부터 0.32시력군 70명(3.1%), 0.25시력군에서 무광각까
지는 36명(1.6%)로 나타났다. 우울척도검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33명(1.4%) 으로
1.0시력군 22명(1%), 0.8시력군 6명(0.2%), 0.63부터 0.5시력군 3명(0.1%), 0.4부터 0.32시력
군 2명(0%), 0.25시력군에서 무광각까지는 0명(0%) 나타나 시력군별 우울척도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16). 우울진단을 받은 사람은 79명(3.5 %)으로 1.0시력군 52명(2.3%), 0.8시력
군 15명(0.7%), 0.63부터 0.5시력군 4명(0.2%), 0.4부터 0.32시력군 6명(0.3%), 0.25시력군에
서 무광각까지는 2명(0.1%)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6)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시력저하와 우울증상간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만성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우울이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거부감 인한 낮은 유병율은 본 연구의 한
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이를 보정하고 기타 연령대 별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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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4

원시성 비정시안의 자각적 및 자동굴절검사에서 운무적용에 따른
조절제어효과
이강천 · 김상엽 · 조현국 · 유동식 · 문병연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원시성 비정시안에서 조절자극 전·후 및 운무적용 후 자각적 및 자동굴절검사값의 변화
를 비교하고 각 굴절검사법에서 운무적용에 따른 조절제어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이 없는 평균연령 23.08±2.33세의 26명(원시성 비정시 52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절자극 전, 조절자극 후, 그리고 운무적용 후에 따른 자각적 및 자동굴절검사값을 각각 비
교, 분석하였다. 조절자극은 스마트폰을 30~40cm 앞에 두고 30분간 사용하였고, 운무적용은
최초의 단안완전교정값을 기준으로 S+3.00 D가 부가된 시험테를 15분 동안 착용하였다.
결과: 원시성 비정시에서 자각적 및 자동굴절검사의 평균 구면굴절력변화는 조절자극 전과 비
교해 조절자극 후 (-) 방향으로, 운무적용 후 (+) 방향으로 굴절력이 증가하였다. 모든 검사조
건에서 자동굴절검사에 의한 평균 (+)구면굴절력값이 자각적굴절검사값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조절자극 전 자각적굴절검사를 통해 검출된 원시성 비정시 52안 중 자동굴절검사에서는 25안
(48.08%)이 -0.25 D ~ -1.25 D 범위의 근시성 비정시로 잘못 측정되었고, 조절자극 후 검사
에서는 26안(50.00%)이, 운무적용 후 검사에서도 19안(36.54%)이 잘못 측정된 오류가 발생하
여 원시안에서 자동굴절검사의 조절제어효과는 매우 미미하였다.
결론: 원시성 비정시안에서 자동굴절검사과정은 자각적굴절검사과정과 달리 운무적용에도 불구
하고 조절제어효과는 불완전하므로, 정확한 굴절검사값을 검출하기 위해 운무과정을 실시한 자
각적굴절검사과정을 통해 완전교정값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mail : su-kee-j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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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5

Out of the blue:
EEG changes during reading with blue-light lenses
Hyongsok Ryu · Christian Wallraven
Dept. of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Purpose: How people read has changed from paper to screen based (such as tablet,
computer and smart phone) - input whose LEDs contain a large amount of blue light in
their spectrum. Kuse, 2014 showed that blue LED light can induce photoreceptor cell
damage. In contrast, Vandewalle, 2013 found that blue-light exposure prevents
deactivation within medial prefrontal areas during the performance of an auditory 2-back
task, showing increased concentration. Increased concentration, however, may also be
linked to increased alertness, preventing people to sleep when using blue-light screens –
companies have therefore started to introduce blue-light blocking displays to help people
sleep. To further study potential effects of blue-light input, we compared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brain wave activity, when people read extended amounts of text
while wearing or not wearing blue-light blocking lenses.
Methods: 34 participants(24-males, 10-females, all university students) with
emmetropia(;logMar0) and with right eye dominance took part in our experiment. Three
binocular test are worth-4dots, Titmus and CVS-1000E for heterophoria, stereopsis and
contrast test. Electroencephalogram (EEG, Neurofax JE120A) was used for recording
participant’s brain waves. The stimulus consisted of a total of 6 slides with texts about
different issues such as science, art, astronomy, entertainment, philosophy and literature.
Texts were chosen from the national academic aptitude test. Each text was comprised
of 10 point font and had 250 Korean words. After fitting the EEG equipment, participants
sat on a chair under 3lux(LM-81LX) illumination and at 60cm distance from a computer
screen. During each trial, participants put their face on a chin rest, and read the slide
for 120s. After each trial, participants answered a questionnaire about the text.
Results: Analyses were done on the questionnaire performance and on band power
using repeated measures ANOVA in Matlab. The alpha band(8<α<12Hz) showed
decreased power for F3,F4,P3,O2,F7,F8,T8,FCz and Cz compared to control slides.
Beta(12<β<30Hz) in F4,F7 and C3 and Theta(4<θ<8Hz) power in F4 and F7 frontal
areas also de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slides. In contrast, Delta(1<δ<4Hz)
showed increases for F3,F4,C3,P3,F7,F8 and FCz for the blue-light slides.
Conclusions: In this experiment, there were no strong performanc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nditions. We did find a number of effects of blue light on brain wave activity
- notably at frontal sites that are implicated in attentional and top-down princesses. In
addition to these physiological effects, four participants also stated that eye fatigue was
subjectively less in the blue light lens condition.

E-mail : hyongsok@korea.ac.kr, wallraven@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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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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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UV-block

effect

of

soft

2,4-dihydroxybenzophenone,

contact

lens

polymerized

with

2-ethylhexyltrans-4-methoxy-cinnamate,

2-hydroxy-4-(metacryloyloxy)benzophenone in the basic hydrogel contact lens materials
were evaluated. and also the influence of sterilization condition on change of optical
properties was analyzed.
Methods:

2,4-dihydroxybenzophenone,

2-ethylhexyltrans-4-methoxy-cinnamate,

2-hydroxy-4-(metacryloyloxy)benzophenone as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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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for 15 mins for sterilization.
Results:

The

optical

properties

of

2,4-dihydroxybenzophenone,

produced

contact

lens

including

2-ethylhexyltrans-4-methoxy-cinnamate,

2-hydroxy-4-(metacryloyloxy)benzophenone showed that the UV-B transmittance were
0.37~46.55%, 0.03~38.58%, 1.44~48.71%, respectively

and the UV-A transmittance

were 20.50~71.77%, 23.52~73.64%, 19.04~71.10%, respectively. and Also, in case of
sterilization situ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V-B transmittance were 0.77~51.76%,
1.33~44.57%,

1.93~44.39%,

respectively.

and

the

UV-A

transmittance

were

24.43~74.36%, 18.44~75.05%, 20.05~68.73%, respectively.
Conclusions: After sterilization of produced contact lens, UV-block effect of soft contact
lens including 2,4-dihydroxybenzophenone and 2-ethylhexyltrans-4-methoxy-cinnamate
were

decreased.

but

UV-block

effect

of

2-hydroxy-4-(metacryloyloxy)benzophenone was increased.

E-mail : kdh2003_@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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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7

Clip on 선글라스의 대비감도와 동적시력의 변화
김동혁 · 이승욱 · 고나영 · 오창현 · 이현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피검자의 완전 교정을 전제로 하여, 기본 선글라스와 Clip on 선글라스 착용
시킨 후에 대비감도와 동적시력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20대 남,여 30명을 대상으로 자동굴절계(Huvitz HRK – 700)와 포롭터를 이용해 완전 교
정 굴절 값을 측정하였다. 완전교정 값을 전제로 동일한 색상의 렌즈를 이용하여 제작된 선글
라스를 착용시킨 후, Pelli-Robson Contrast Sensitivity Chart를 이용하여 대비감도를 측정하
였으며, Wayne Saccadic FIxator을 이용하여 동적시력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동일한 조도의 환경에서 기본 선글라스와 Clip on 선글라스의 대비감도를 비교하였을 경
우에 기본 선글라스의 대비감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Clip on과 안경테의 측정된 거리의 값이
작을수록 대비감도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시행한 동체 시력 검
사의 경우에는 기본 선글라스의 검사 값이 Clip on 선글라스의 검사 값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
으며, Clip on과 안경테 사이의 거리에는 동적시력이 영향을 받지 않고 유사한 값을 나태내었
다.
결론: 대비감도의 경우 기본 선글라스가 Clip on 선글라스의 착용 시보다 높은 대비감도가 측
정되었으며, 동적시력은 경우에는 Clip on 선글라스 보다 기본 선글라스 동체 시력이 높게 측
정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Clip on과 안경테 사이의 거리에 따라 대비감도와 동적시력의
측정값이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착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선글라스 마
다 우리의 눈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mail : hmlee@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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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8

생체친화성 천연고분자인 알지네이트의 항균기능 및 응용에 관한 연구
우철민 · 허성인 · 이현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Contact Lens착용 인구의 증가와 함께 착용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감염으로부터 안
전한 천연고분자가 함유된 Contact Lens재료로써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 Contact Lens제작
각 재료에 대한 중합을 위하여 0.45㎛ filter를 이용하여 alginate를 filtering한 후 Soft Contact
Lens의

주재료인

HEMA(2-hydroxethyl

methacrylate),

교차결합제

EGDMA(Ethyl

glycol

di-methacrylate), 개시제인 AIBN(azo-bisisobutyronitrile)과 함께 교반 후 mold에 주입. Dry
oven을 이용하여 100℃, 1hr 동안 열중합 후 mold에서 분리 하였다.
∙ Bacterial culture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KCCM)에서 분양 받은 Staphylococcus aureus
subsp. Aureus(KCCM 11593)을 LB media에 24hr 배양하였다. 이후 배양된 균주를 Beaker에
렌즈를 함께 넣고 24hr 배양 후 3M petrifilm™에 주사하고 24hr동안 배양 정도를 관찰하였다.
결과: 24hr과 48hr에 측정된 포도상구균은 Algiante가 함유된 Contact Lens에서 2x103cfu/㎖
⇒3 x103cfu/㎖, 대조군으로 사용한 alginate가 들어있지 않은 렌즈에서 135x103cfu/㎖⇒
155x103cfu/㎖로 Alginate가 함유된 렌즈에서 24hr에서 48hr동안 세균의 증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시광선(700~390㎚)영역의 광투과도 측정 결과 alginate가 함유된 렌
즈에서는 92.86~88.74%(ave 91.69%), HEMA렌즈에서 91.41~88.70%(ave 90.82%)의 광투과
도를 보였다.
결론: 천연에서 얻어진 생체친화성 고분자인 alginate는 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력이 48hr이상
지속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광투과도 또한 양호하여 매일
착용렌즈(extended wear)보다는 일회용 렌즈(disposable lens)의 제작 사용에 효과적인 소재
로 판단된다.

E-mail : gouw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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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9

습윤성 증가를 위해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콘택트렌즈

허성인 · 우철민 · 이현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시기능증진연구소

목적: 2-Hydroxyethyl methacrylate(HEMA)를 사용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습윤성 향상을
위해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콘택트렌즈를 제조하여 접촉각을 측정해 보았다.
방법:

계면활성제를

dimethacrlate(EGDMA),
diamine(TMEDA),

첨가한

하이드로겔

ammonium

초순수를

사용하여

콘택트렌즈는

HEMA,

persulfate(APS),
실온

중합하였으며,

ethylene

glycol

N,N,N’,N’-tetramethylene
첨가한

계면활성제는

dodecytrimethyl ammonium(DTAB), sodium dodecyl sulfate(SDS), Noigen RN-10(RN)을 사
용하여 각각 제조하였다. 물성비교를 위한 기준 하이드로겔 렌즈(pHEMA)는 HEMA, EGDMA,
AIBN를 사용하여 열 중합하였다.
결과: pHEMA, DTAB-pHEMA, SDS-pHEMA, RN-pHEMA 하이드로겔 렌즈의 측정된 접촉각은
각각 60〫〫˚, 20.3˚, 측정불가(자연스럽게 흡수),18.4˚였다. 함수율은 각각 41%, 38%, 47%, 44%
였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각각 99%, 99%, 7%, 97%였다.
결론: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pHEMA 하이드로겔의 경우 pHEMA 하이드로겔에 비하여 접촉각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SDS-pHEMA를 제외한 DTAB-pHEMA와 RN-pHEMA의 경우 가시광선 투
과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면활성제 첨가시 습윤성 향상으로 콘택트렌즈의 착용감을 개
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mail : hmlee@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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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0

Characterization of Soft Contact Lens Containing Amide Group
Monomers
Min-Jae Lee · A-Young Sung
Dep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e

polymerized

optical

with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DMA(N,N-dimethylacrylamide)

and

of

hydrogel

soft

contact

lens

NMV(N-methyl-N-vinylacetamide)

material were evaluated.
Methods: This study used HEMA(2-hydroxyethyl methacrylat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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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A and NMV was in the average of 35.54~49.19% and 36.28~44.95%,
respectively. And also, refractive index of the sample containing DMA and NMV was in
the average of 1.4330~1.4131 and 1.4335~4195, respectively.
Conclusions: As a result, the monomers were increased water content and decreased
the refractive index of the soft contact lens material.

E-mail : alswp13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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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1

성별에 따른 건성안증후군에 관한 연구
홍경희1) · 최가을2) · 김세진3)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1), 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2),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3)

목적: 본 연구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설문지인 OSDI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건성안 증후군의 유무를 확인하고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연구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건성안증후군을 분류하기 위한
OSDI설문지를 사용하여 최종 통계처리 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처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와 같은 기본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연구과제에 따라 카이제곱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자는 400명 중

남자 153명, 여자는 247명이었고,

남자 153명 중 정상은

142명(92.8%), 건성안은 11명(7.2%)이었으며 여자 247명 중 정상은 167명(67.6%), 건성안은
80명(32.4%)이었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흐 알파값이 0.86 이었다. 성별과 건성안증후군
유무의 연관성검정결과 카이제곱통계량이 34.137, 유의확률 P=0.00이었다. 성별과 건성안증후
군유무의 상관계수는 -0.38이며 유의확률 P=0.00이었다.
결론: 전체 대상자 중 건성안 증후군은 여성의 빈도가 높았으며, OSDI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
과 신뢰도가 높은 OSDI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한 연관성검정, 상관분석값 모두 신뢰할 수 있었
다. 본 연구 결과 성별에 따라 건성안증후군의 유무차이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관계
가 있었다.

E-mail : 4774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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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2

안경광학과 여학생 수면시간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홍경희1) · 최가을2) · 김세진3)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1), 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2),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3)

목적: 안경광학과 여학생들의 수면시간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위험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나이,
스마트폰시간, 컴퓨터시간, 렌즈착용유무, 렌즈종류, 렌즈착용기간, 렌즈착용시간, 교정수술유
무, 신장 등을 조사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안경광학과 여학생 300명에게 수면시간 및 그 위험요인에 관
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247명에 한해서 최종 통계처리 하였고, 수면시간과 위험요인간
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처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본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 여학생의 평균 수면 6.1시간, 나이 21.2세, 스마트폰 4.6시간, 렌즈착용연수
2.6년, 렌즈착용 6.5시간, 신장 160.7cm이었다. 평균수면시간에 따른 t-검정결과 렌즈착용유
무와 시력교정 수술여부에서 유의하였다. 수면시간과 위험요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나이, 스
마트폰 시간, 안경장용기간에서 유의하였다
결론: 안경광학과 여학생의 수면시간과 상관있는 요인은 나이, 스마트폰 시간, 안경장용기간이
었으며 렌즈착용 유무와 시력교정 수술여부는 수면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안경광학과
여학생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추후
수면시간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에 관한 심도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mail : 4774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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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3

국내 시판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B.C. 및 직경 분석
박혜원1) · 김태훈1,2)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1),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2)

목적 : 본 연구는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베이스커브와 전체 직경을 분석하여 피팅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7개 업체의 소프트 콘택트렌즈 328개의 베이스커브와 렌즈
직경을 조사하였다.
결과: 시력 교정용 렌즈가 106개었으며, 222개 미용 렌즈였다.

전체 렌즈의 베이스 커브는

8.1 mm, 8.3 mm, 8.4 mm, 8.5 mm, 8.6 mm, 8.7 mm, 8.8 mm, 8.9 mm, 9.0 mm로
조사되었으며, 렌즈 직경는 12.7 mm, 13.0 mm, 13.3 mm, 13.5 mm, 13.7 mm, 13.8 mm,
14.0 mm, 14.1 mm, 14.2 mm, 14.3 mm, 14.4 mm, 14.5 mm, 14.8 mm, 15.0 mm로 베이스
커브는 8.6mm가 70.7%(232개), 렌즈 직경은 14.0mm가 41.2%(135개)로 가장 많게
조사되었다. 전체 37개 업체 중 37.8% (14개)가 한 종류의 베이스 커브와 직경으로 렌즈를
생산하였으며, 한 렌즈의 다른 베이스커브를 가진 경우는 1.52 %( 5개)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결론: 소프트 콘택트렌즈는 베이스커브 8.6mm, 렌즈 전체 직경 14.0mm가 가장 많게
조사되었으며, 한 렌즈의 다양한 베이스커브를 가진 렌즈의 종류가 한정적으로 피팅 시 적절한
처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렌즈의 다양한 형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mail : hw02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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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4

스포츠 선글라스의 광학적 특성 연구
한지환1) · 권오현1,2) · 김태훈1,2)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1),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2)

목적: 국내 스포츠 선글라스의 광학적 성능을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스포츠 선글라스 10개의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렌즈 굴절력,
렌즈 평행도, 안면각과 경사각을 측정하였다. 또한 렌즈 굴절력와의 상관관계를 구하였으며 광
투과율을 분석하였다.
결과: 렌즈의 굴절력은 0.01 ~ 0.22 D, 프리즘 굴절력은 0.01 ~ 0.31 △으로 나타났으며 안면각
은 14 ~ 23°, 경사각은 7.5 ~ 15°로 나타났으며, 비점수차와 렌즈 굴절력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광투과율 측정 결과 자외선 투과율은 KS기준규격에 벗어나는 제품은 없었다.
하지만 가시광선 투과율에서 8% 미만으로 측정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스포츠 선글라스 몇몇 제품에서 기준규격에 벗어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로 인해 제품 구입 시 주의사항 안내와 피팅, 정밀한 조제 가공이 필요하다.

E-mail : hann@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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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5

국내 시판 실리콘 하이드로젤 렌즈의 물리적 특성 연구
염주리1) · 김태훈1),2)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1),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2)

목적: 실리콘 하이드로젤 렌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물리적 특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
라 국내 시판 실리콘 하이드로젤 렌즈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방법: 실리콘 하이드로젤 렌즈의 물리적 특성은 국내 시판된 7개 회사 25종의 렌즈를 대상으
로 하여 실시하였다. 함수율(water content)은 ISO 18369-4을 기준으로 gravimetric method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산소전달도(oxygen transmissibility;Dk/t)의

경우

polarographic

metho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국내 시판된 실리콘 하이드로젤 렌즈의 함수율은 32.89~48.64%로 나타났고, 산소전달
도는 7.29~91.48×10-9(cm2/sec)(mlO2/ml×mmHg) 범위로 측정되었다. 제품 간 결과 값의
경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렌즈착용에 있어 중요한 특징인 산소투과도의 결과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
나 소비자들의 경우 렌즈 선택에 있어 물리적 특성을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
내에 시판된 렌즈의 경우 물리적 특성이 기재되어 렌즈를 찾아보기 힘든 현황이다.
국내 규격사항인 KS에서 규격정비를 통한 콘택트렌즈의 물리적 특성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yeomju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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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6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 출신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세진1) · 예기훈1) · 홍경희2)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1),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2)

목적: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 출신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지연행동을 조사하
여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4개 대학의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 출신 안경광학과 학생 164명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
스와 학업지연행동을 설문 조사하였다. 학업스트레스는 4개의 하위영역(성적스트레스, 시험스
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18.0을 사
용하였다.
결과: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 출신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2.83이었고, 하위영역 중 시험스트
레스가 3.09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지연행동은 3.17을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는 여학생이 2.88로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학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여학생의 스트
레스가 남학생보다 많았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그룹의 학생
들이 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위영역 중 공부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그룹이 3.00으
로 가장 많았다. 학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1학년이 성적스트레스 2.84와 수업스트레스
2.75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은 학업스트레스 2.85와 수업스트레스 2.75로 가장 많았다. 4학
년은 시험스트레스 3.15와 공부스트레스 2.97로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은 남
학생이 3.18로 여학생보다 다소 높았으며,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은 학업성취도가 높
은 학생들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은 3학년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 출신 안경광학과 학생들은 전공시험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학업지연행동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와 성적스트레스는 정적인 상관관
계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성적스트레스가 많았으며 학업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학업지연행동
이 증가하였다. 이에 안경광학과에 입학한 인문계 문과 출신 학생들에게 적합한 상담과 지도를
통해 학업스트레스를 줄여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mail : sjkim@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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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7

인문계 고등학교 이과 출신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세진1) · 예기훈1) · 홍경희2)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1),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2)

목적: 인문계 고등학교 이과 출신 안경광학 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을 조사하여 완벽주의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인문계 고등학교 이과 출신 안경광학과 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학업스트레
스를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완벽주의는 2개의 하위영역(자기지향완벽주의와 사회부과완벽주의)
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고 학업스트레스는 4개의 하위영역(성적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 수업
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8.0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결과: 인문계 고등학교 이과 출신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2.74, 하위영역 중 공부스트레스가
2.77로 가장 많았다. 완벽주의는 3.14이었으며, 하위영역인 자기지향완벽주의는 3.21, 사회부
과완벽주의는 3.08이었다.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여학생이 2.80으로 남학생보다 많았으
며 하위영역의 스트레스도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는 남학생
이 3.15으로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하위영역의 완벽주의도 남학생이 더 높았다. 학년에 따른 학
업스트레스는 1학년이 성적스트레스 2.69, 수업스트레스 2.75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이 학업스
트레스 2.81, 시험스트레스 3.12, 공부스트레스 2.85로 가장 많았다. 학년에 따른 완벽주의는
2학년이 완벽주의 3.21로 가장 높았고, 하위영역인 자기지향완벽주의와 사회부과완벽주의는 3
학년이 각각 3.27과 3.14로 가장 높았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가 낮
은 그룹이 2.81로 가장 많았고, 하위영역의 스트레스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도에 따른 완벽주의는 학업성취도가 중간인 그룹이 3.16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위영역의 완벽
주의도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 인문계 고등학교 이과 출신 학생들은 시험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자기지향완벽주의가
가장 높았다. 완벽주의와 학업스트레스는 정적인 상관관계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스
트레스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기지향완벽주의와 사회부과완벽주의 모두 시험스트레
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인문계 고등학교 이과 출신 학
생들의 완벽주의 성향을 조사하여 개인에 맞는 대학생활 상담과 지도를 통해 학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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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8

당쇄 첨가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에서 당쇄의 종류에 따른
렌즈의 물리적 특성과 lysozyme 흡착량 비교
김혜림 · 임화림 · 정근승 · 전진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Hy-CL)에

여러

가지

당쇄

Alginic

acid(AA),

Hyaluronic

acid(HA), Chitosan(C)를 첨가하여 광투과율과 함수율, 단백질 흡착 특성 등을 비교함으로써
단백질 침착을 억제시킬 수 있는 기능성 콘택트렌즈를 개발하고자 한다.
방법: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는 HEMA(2-hydroxyethyl methacrylate)를 주성분으로 구성하여
실험실에서 열중합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사용된 당쇄 종류는 Alginic acid(AA), Hyaluronic
acid(HA), Chitosan(C)를 사용하였다. 당쇄 첨가는 당쇄와 pHEMA network을 서로 교차시켜
얽히게

하는

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IPN)

방법을

이용하였다.

광투과율은

UV-Visible Spectrophotometer (SHIMADZU, UV-1650PC)를 이용하여 200nm에서 800nm까
지의 파장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함수율은 0.9% NaCl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여 gravimetric
method로 측정하였다. 당쇄 첨가 전후 Lysozyme 단백질 흡착량 비교는 제조된 렌즈를
Lysozyme이 함유된 인공눈물에 12시간 동안 각각 방치시킨 후 렌즈표면에 흡착된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 HPLC로 정량하였다.
결과: 광투과율은 Hy-CL에서 95%, 세 종류의 당쇄가 첨가된 렌즈에서 90% 이상을 보였다.
세 종류의 당쇄를 첨가한 렌즈에서의 함수율은 Hy-CL에 비해 2~3% 높게 나타났다.
Lysozyme 흡착량은 Hy-CL보다 세 종류의 당쇄를 첨가한 렌즈에서 더 낮게 나타났으며 HA를
첨가한 렌즈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백질 흡착률을 당쇄를 첨가하지 않은 Hy-CL에 비해
세 종류의 당쇄가 첨가된 렌즈에서 모두 50%이상 감소하였다.
결론: 세 종류의 당쇄가 첨가된 콘택트렌즈의 광투과율이 90%가 넘는 것은 IPN 방법을 이용
하였을 때 콘택트렌즈와 당쇄의 결합이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가지 종류의 당쇄를 첨
가하였을 때 함수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cellulose와 유사한 구조적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Hy-CL에 비해 세 종류의 당쇄 첨가렌즈에서 Lysozyme 흡착률이 더 감소한 것은 OH작용기를
다수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 흡착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콘택트렌즈에 당쇄 첨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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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n@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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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9

안경광학과 전공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은선1) · 박재민2) · 정경아3)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1),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2),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3)

목적: 안경광학과 전공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광주·전남 소재 안경광학과 전공학생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직업에 대한 전망이 65명(37.6%)으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
냈으며, 진로상담 희망자로 지도교수가 76명(43.9%)으로 지도교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전공 진로정체감(β=.490, p<0.01)과 직업 진로정체감(β=.225, p<0.05), 자아
진로정체감(β=.175, p<0.05)의 모든 요인은 학과전망 만족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공
진로정체감(β=.233, p<0.05)과 직업 진로정체감(β=.180, p<0.1), 자아 진로정체감(β=.452,
p<0.01)의 모든 요인은 학과교육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직업 진로정체감(β=.259,
p<0.05)이 학과생활 만족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전공 진로정체감과 자아 진로정체감은
학과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 전공, 직업 및 자아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학과전망과 학과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졌고, 직업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학과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eunsun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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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0

수정된 험프리스와 편광양안균형검사를
이용한 양안균형검사 비교
서채연 · 유근창
동신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편광을 이용한 양안균형검사와 수정된 험프리스(양안개방상태의 단안운무법)
를 통한 양안균형검사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방법: 실험에 동의하고 안과질환 시기능이상에 문제가 없는 대학생 남·여 20명(40안, 21~ 29
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안의 교정시력이 각각 1.0 이상이며, 좌우 교정시력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실험대상자는 단안 자각적굴절검사를 마친 후 두 가지
의 각기 다른 양안균형검사(편광 양안균형검사와 수정된 험프리스)를 실시하여 양안균형검사값
을 비교하였다.
결과: 편광균형검사와 수정된 험프리스를 비교한 결과 편광균형검사의 평균 구면도수는
-2.61D (±2.89D)이었으며, 수정된 험프리스의 평균 구면도수는 -2.40D (±2.93D)로 수정된
험프리스를 통한 양안균형검사에서 더 높은 (+)도수가 검출되었다. 두 검사법의 구면도수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는 40% 로 나타났다. +0.50D 이하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55% 이며,
+0.75D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5% 이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험프리스를 실시했을 때 구면도수가 더 높은 (+)도수 결과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양안개방상태에서 진행되는 검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시의 과교정을 피하
기 위해서 추천될 만한 양안균형검사법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학생
들을 중심으로 검사가 실시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자들에게 본 검사를
실시한다면 더 유용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gcryu@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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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1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와 실리콘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만족도 비교
김민국 · 전인철
동신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실리콘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와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착용 직후와 착
용 후 6시간 이후, 12시간 이후의 이물감, 건조감, 충혈도를 조사하여 착용자의 만족도가 어떠
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교정시력 1.0이상, 안질환 병력과 시기능이상이 없는 근시안 (-1.00D~-5.00D) 성인남·
여 20명(20~30세)을 대상으로 우안에는 함수율 46%, Dk/t 118인 실리콘하이드로겔 콘택트렌
즈를 착용하고 좌안에는 함수율 59%, Dk/t 33인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각각 착용시켜 착
용 직후, 6시간, 12시간씩 후 이물감, 건조감, 충혈도를 조사하였다. 각각의 결과 값은 매우 좋
음 5점, 좋음 4점, 보통 3점, 나쁨 2점, 매우 나쁨 1점으로 설문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이물감 만족도는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착용 직후 (평균4.55), 6시간
후 (평균4.35), 12시간 후 (평균4.10) 만족도로 실리콘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착용 직후 (평균4.60), 6시간 착용 후 (평균3.65), 12시간 후 (평균3.30) 만족도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였을때 보다 높았으며 충혈감 만족도는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
였을 때 착용 직후 (평균4.75), 6시간 후 (평균3.90), 12시간 후 (평균2.90) 만족도로 실리콘하
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착용 직후 (평균4.85), 6시간 착용 후 (평균4.55), 12시
간 후 (평균4.35) 만족도로 실리콘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였을때 보다 높았으며 건조
감 만족도는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착용 직후 (평균4.8), 6시간 후 (평균
4.40), 12시간 후 (평균3.70) 만족도로 실리콘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착용 직
후 (평균4.80), 6시간 착용 후 (평균4.45), 12시간 후 (평균3.80) 만족도로 하이드로겔 콘택트
렌즈와 실리콘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결론: 이물감은 함수율이 높아 부드러운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
단되며 충혈도 만족도는 실리콘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에서 높았는데 이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실록산 구조가 산소투과도를 높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건조감 만

족도는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와 실리콘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에서 비슷하였는데 이는 건조감
이 개인의 눈물량 및 눈물순환 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mail :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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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2

MPS와 습윤제 그리고 인공눈물 사용에 따른 건조감 개선효과 비교
이나현 · 진문석
동신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건조감을 느끼는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 대한 콘택트렌즈 다목적용액
(MPS)과 습윤제 그리고 인공눈물의 사용에 따른 건조감을 개선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콘택트렌즈 착용 중인 실험에 동의하고 전신질환 및 안질환이 없는 남여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완전교정 후 피팅을 완료한 상태에서 착용기간을 5일씩 3제품을 대상으로
1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험대상은 hydraglyde성분이 포함된 MPS(multi-purpose-solutions
)A사의 퓨어모이스트,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성분이 포함된 인공눈물은 D사 drop
dream eye, 히아루론산 성분이 포함된 습윤제는 디알클리어 제품을 각각 사용하여 촉촉한 상
태의 유지시간과 점안횟수로 측정하였다.
건조감에 대한 자각적 만족도를 5점 척도(5점: 매우 좋음 ~ 1점: 매우 나쁨)로 설문지를 이용
해 건조감을 느끼는 정도와 선호도를 조사했다.
결과: 콘택트렌즈 다목적용액(MPS)과 습윤제 그리고 인공눈물의 사용에 따른 건조감을 개선효
과에 대한 자각적 만족도는 설문조사결과 건조감 정도는 MPS, 습윤제, 인공눈물 순으로 평균
만족도가 3.8, 3.5, 3.8으로 조사되었고, 착용감은 평균 3.8, 3.7, 3.9으로 조사되었으며, 눈시
림정도의 경우 평균 만족도가 3제품 모두 3.9으로 조사되었다. 초기시력에 대한 만족도는 4.2,
4.1, 4.0을 나타냈으며,

제거 전 시력은 3.9, 3.9, 4.1, 편리성은 4.6, 3.15, 4.6점으로 조사되

었다.
결론: MPS와 습윤제 그리고 인공눈물을 각각 사용했을 때 건조감에 대한 큰 차이는 없었으며,
건조감 개선에 대한 설문 6가지항목 중 편리성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E-mail :

- 48 -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6

포스터-33

UV차단 기능성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성능조사
박주현 · 황익희 · 김재경 · 류재균 · 변정민
김여민 · 서은비 · 안예진 · 한다슬 · 서형진 · 정근승 · 유근창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우리 눈에 해로운 UV차단 콘택트렌즈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국내 시판중인 UV차단 기
능성 콘택트렌즈의 UV차단효과를 조사하였다.
방법:

국내

유통되고

있는

UV차단

UV-Spectrophotometer(JENWAY,

UK,

기능성

소프트

JENWAY7305)를

콘택트렌즈의
이용하여,

6종을

대상으로

UV-A(315~380nm),

UV-B(280~315nm), UV-C(200~280nm) 투과율과 측정하여 UV차단효과를 조사하였다.
결과: UV차단 기능성 소프트 콘택트렌즈 6종에 대한 UV차단율은 A사의 3제품 모두 UV-A의
경우 85%, UV-B 98%, UV-C 90%의 차단율을 보였다. B사의 제품은 UV-A의 경우 94%,
UV-B 99%, UV-C 99%의 차단율을 보였다. C사의 2제품의 UV차단율은 UV-A의 경우 85%,
UV-B 99%, UV-C 99%의 차단율을 보였다. UV차단 기능성 콘택트렌즈가 아닌 일반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경우 UV차단율은 UV-A의 경우 28% UV-B 30% UV-C 65%로 UV차단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UV차단 기능성 소프트 콘택트렌즈 총 6종에 대한 UV차단효과는
우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일반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경우 평균 30%의 차단율을 보였지만
모든 UV차단 기능성 소프트 콘택트렌즈는 우리 눈의 해로운 자외선이 평균 90% 이상 차단되
어 자외선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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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4

소프트콘택트렌즈의 물리적 성질 및 파라미터 조사
나희주 · 김다혜 · 하성윤 · 김희정 · 김현 · 김성근
문학수 · 안혜진 · 박국영 · 나준희 · 김후재 · 정근승 · 유근창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국내 유통되고 있는 소프트콘택트렌즈의 물리적 성질과 파라미터의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외형 및 외관, 함수율, 정점굴절력, 베이스커브, 직경, 두께 등을 조사하였다.
방법: 국내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10개의 소프트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물리적 성질과
파라미터를 조사하였다. 물리적 성질과 파라미터는 외형 및 외관, 함수율, 정점굴절력, 베이스
커브, 직경, 두께 등을 검사하여 제품허가 표기값과 비교하였다.
결과: 소프트콘택트렌즈 10개 제품의 외형 및 외관의 경우 10개의 제품모두 허가기준에 이상
이 없었고, 함수율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허가기준 허용값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정점굴절력
은 10개의 제품 모두 허용오차(± 0.25D)범위 내로 조사되었으며, 베이스커브의 경우 10개의
제품 모두 오차범위(± 0.3mm)내로 허가기준을 충족시켰다. 콘택트렌즈 직경은
모두 오차범위(± 0.15mm) 내에 있었고, 콘택트렌즈 중심두께의 경우

10개의 제품

10개의 제품 모두 표준

오차(± 0.02mm) 범위내로 측정 되었다.
결론: 소프트콘택트렌즈 10개 제품의 물리적 성질 및 파라미터 측정결과 외형 및 외관, 굴절
력, 직경, 두께는 모두 표준오차 범위 내에 측정이 되었으나 함수율은 일부 제품에서 표준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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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5

건성안 기능성소프트콘택트렌즈의 자각적 만족도 조사
이상헌 · 김민기 · 유현성 · 조승우 · 김나리
김미희 · 김호림 · 이은진 · 주현정 · 성인석 · 정근승 · 유근창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건성안 기능성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자각적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한 자로 안질환 및 안과적 수술경험이 없는 대학생

4명

(8안)을 대상으로 건성안검사(TBUT, Schirmer test) 및 전안부검사, 굴절검사, 각막곡률검사,
피팅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건성안 개선용 기능성 소프트콘택트렌즈 5종의 실험군과 일반 소프트콘택트렌즈 1종의 대조군
에 대한 자각적 만족도 검사는 렌즈를 처음 착용 후 약 20분 정도의 안정화 시간을 가진 후
착용감, 건조감, 선명도 그리고 충혈도, 통증 등에 대한 초기 착용감 자각적 만족도를 설문조
사하였으며, 실험 대상자들은 오전 9시 전후에 렌즈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착용 후 20분, 착용
6시간 후, 착용 12시간 후 그리고 렌즈 제거 직전의 착용감, 건조감, 선명도 그리고 충혈도 등
을 착용시간에 따라 자각적 만족도를 5점 척도(5점: 매우 좋음 ~ 1점: 매우 나쁨)로를 조사하
였다.
결과: 착용 후 20분의 충혈도, 이물감(착용감), 작열감, 건조감, 따가움, 눈시림, 시력 등의 만족
도 조사에서 건성안기능성 콘택트렌즈는 비기능성 콘택트렌즈에 비해 평균값이 각각 0.45,
1.15, 1, 1.6, 1.45, 1.48, 1.25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건성안기능성 콘택트렌즈의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착용 6시간 후의 충혈도, 이물감(착용감), 작열감, 건조감, 따가움, 눈시
림, 시력 등의 만족도 조사에서 건성안기능성 콘택트렌즈는 비기능성 콘택트렌즈에 비해 평균
값이 각각

0.75, 1.45, 0.7, 2, 0.8, 0.8, 1.65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건성안기능성 콘택트렌즈

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착용 12시간 후의 충혈도, 이물감(착용감), 작열감, 건조
감, 따가움, 눈시림, 시력 등의 만족도 조사에서 건성안기능성 콘택트렌즈는 비기능성 콘택트렌
즈에 비해 평균값이 각각 1.15, 1.8, 0.6, 1.7, 0.6, 1.45, 1.25, 1.22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건

성안기능성 콘택트렌즈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험대상 콘택트렌즈 제품 중 만
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은 b사의 제품이었고 다음으로는 a사, e사, c사, d사 제품 순으로 만족
도가 높았다.
결론: 건성안 개선렌즈 착용시의 충혈도, 이물감, 작열감, 건조감, 따가움, 눈시림, 시력등에 대한
건성안기능성 콘택트렌즈의 자각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건성안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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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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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컬러로 인쇄 부탁드립니다.

광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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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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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4

- 81 -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6

광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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