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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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격려해 주시

는 대한안경사협회 임원님들과 안경관련 산업체 대표님, 그리고
한국안광학회 회장님과 함께 2016년 추계학술대회를 이곳 대
전보건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
다.

오늘은 2017년부터 대한시과학회를 이끌고 갈 새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이기도 합니
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임기동
안 큰 실수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회원님과
학회의 운영을 위해 개인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열정을 쏟아주신 임원진들과 편
집장을 비롯한 편집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시과학회는 역대회장님들과 임원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
적인 참여 그리고 유관단체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본 학회의 학술지인 대한시과
학회지가 2013년 12월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고 DOI도 발급받게 되었
습니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 학회의 위상은 더욱 도약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 시과학관련 연구 역량 제
고를 위한 학술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학회는 국내 등재학술지에 만족하지 않고 SCIE 학술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 오
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논문 투고, 학회지 논문 인용지수 향상, 수준 높은 논
문 심사, 영문게재 등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회원여러분의 많은 협
조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제적 학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학회
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학술대회의 개최와 회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
고 이를 위해 관련 학술단체 및 유관 산업체와의 학문적 교류를 위한 노력을 해 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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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리고 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회원의 알권리를 존
중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학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후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학회 장소에서 하지 못했던 토론과 선후배간의 정을 나누고 있
습니다.
학회 운영이 비록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점들은 보다 나은 발전
을 위한 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강연, 구연 및 포스터 등이 회원여러분들께는 최신 연구 동
향과 새로운 지식의 트랜드를 공유하여 학문적 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한 대한시과학회지가 학술등재지로 계속 선정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연구 논문 투고와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임원들 및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대전보건대학교 총장님과 안경광학과 교수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지원해주신 산업체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을 올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의 행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6년 10월

대한시과학회 회장 엄 정 희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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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한시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대한시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대한시과학회의 2016년 추계학술대회를 저희 대전보건
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러 선배 교수님들과 후배 교수님들을 뵙게 되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으며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안경광학과가 설립된 지 어느덧 33년이라는 세
월이 흘렀습니다. 안경광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의 수도 44개에 달하고 매년 2,200여명
의 신입생이 입학하고 안경사 면허 역시 매년 1,500여명이 배출되면서 이제 4만여 명
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수의 급감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모든 대학들이 힘겨
운 신입생 모집에 학과의 존폐를 걸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수에
대한 계약제, 비정년, 성과연봉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하고 외부로는 NCS를 기반으로
하는 신 교육과정의 강압적 추진, 그리고 학과의 존폐를 위한 평가 등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최근에는 학제를 더욱 심화하는 고학년제로 발전하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저학년제로
내리는 어이없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대학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모호한 안경사의 업무영역으로 제도적 혼란을 거듭하면서 업계 역시 매우 시끄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위기는 기회다”라고 외치기에는 너무 힘겨움이 느껴
지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지키시는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자분들께서는 대한시과학회를
비롯한 한국안광학회 등의 학술대회를 통해 시광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안경사에게
있어 정제되고 정리된 학문적 고유영역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연구영역의 확대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안
경사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자부합니다.
오늘의 추계학술대회에 바쁘신 와중에도 특별강연자로 강의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연구결과의 구연발표를 해주실 연구자 분과 그 외 포스터 발표를 해주
신 연구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대한시과학회의 2016년 추계학술대회를 성대히 준비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
과 임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한시과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
니다.
2016. 11. 05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장 김 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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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대한시과학회 2016년도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시과학과 관련된 학문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
력을 아끼지 않는 대한시과학회 집행부 및 회원 여러분의 노고
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시과학회는 학술 연구의 가치와 전문성을 높이며 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내기
도 했습니다. 이에 국내 시과학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활
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한시과학회 추계학술 역시 국내의 시과학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
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다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뤄져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과학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협회 또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시과학회가 안경계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 연
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겠습니다. 시과학회도 안경사의
전문성 향상과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한 고민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대한시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 단계 더 비상하는 대한시과학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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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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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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이은희, 오현진, 류동규, 김태훈, 정미아
박상철, 오승진, 박지현, 예기훈, 권오현, 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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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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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시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201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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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유근창(동신대학교)

구연발표 Ⅰ

좌장: 문병연 (강원대학교)

1. Big5 성격특성에 따른 시기능훈련 효과와의 상관성

13:40-14:10

구연발표 (10분)
질의응답 ( 2분)

장희정(을지대학교)

분석
2. 시기능훈련 후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구연발표 Ⅱ

좌장: 신장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3. Spiropyran을 이용한 광 변색 콘택트렌즈의 제조

14:10-14:50 4. 근시안에서 굴절교정 전과 후 동공크기 변화
5. 차조기 추출물이 양안시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연발표 Ⅲ

14:50-15:30

연 사

좌장: 박경희 (국제대학교)

한이슬(을지대학교)
구연발표 (10분)
질의응답 ( 2분)

이철우(동신대학교)
임동규(을지대학교)
정경인(동신대학교)
구연발표 (10분)
질의응답 ( 2분)

6. 흡연이 시기능에 미치는 급성 및 만성효과

김연희(을지대학교)

7. 건성안 감별을 위한 비침입성 눈물막 파괴시간검사

이윤정(을지대학교)

(NIBUT) 방법의 민감도와 특이도 분석
8. ITO박막과 발수막의 두께에 따른 안경렌즈 투과율

박문찬(신한대학교)

의 변화

15:30-16:00

정기총회

16:00-17:30

포스터 발표 Ⅱ

17:30-17:45

우수논문 시상

17:50-19:00

석식

사회: 유근창(동신대학교)

2016년 11월 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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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연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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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1

Big5 성격특성에 따른 시기능훈련 효과와의 상관성 분석
장희정 · 임현성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다섯 가지 인간의 성격모델로 분류된 Big5 성격특성을 이용하여 시기능훈련을 실시 한
후 개인의 성격특성과 시기능훈련의 효과에 대한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양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시기능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약물을 복용
하지 않는 22~28세 정상인 성인 남녀를 57명을 대상으로 포롭터(CV-5000, TOPCON,
JAPAN)을 이용하여 시기능 훈련 전과 후의 양안시 검사를 실시하였다. 개인별 시기능 훈련도
구(Bernell사, U.S.A.)를 선정하여 시기능 훈련을 실시한 이후 Big5 성격특성 설문검사지로 성
격특성을 분류하였다. 시기능 훈련 전. 후 양안시검사 결과 값을 토대로 시기능 훈련 후 측정
변화량과 Big5 성격간의 상관관계, 시기능 훈련 후 모건 기준에 따른 Big5 성격특성 차이 및
시기능훈련 후 Big5 성격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시기능훈련 후 모건 기준에 따른 Big5 성격특성별 상관관계에서는 모건의 정상범위 내와
범위 외로 구분한 결과 신경증에서는 원거리 음성융합버전스 파괴점에서 범위 내(4~10△)
33.52±3.99점, 범위 외는 35.78±2.87점, 원거리 양성융합버전스의 흐린점에서는 범위 내
(5~13△)는 32.69±4.21점, 범위 외는 35.35±3.10 점으로 범위 외의 신경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근거리 양성융합버전스의 회복점에서 범위 내(4∼18△)는 35.17±3.47점, 범
위 외는 32.95±3.92 점으로 범위 내에서 신경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외향성에
서는 원거리 음성융합버전스 파괴점에서 범위 내(4∼10△)는 43.23±4.33점, 범위 외는
39.84±4.95점으로 범위 내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근거리 양성융합버전스의 흐
린점에서 범위 내(12∼22△)는 40.71±4.30점, 범위 외는 44.31±4.76점으로 범위 외에서 외
향성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우호성에서는 융합용이성 범위 내(12∼18△)는
39.66±3.66점, 범위 외는 36.47±4.19점으로 범위 내의 우호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1).
결론: 시기능훈련 후 모건의 기준 값에 따른 Big5 성격특성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격 하위
영역에 따라 상관성을 보이는 항목들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향후 Big5 성격특성요인의 해석
에 따른 시기능훈련과의 체계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E-mail : hs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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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2

시기능훈련 후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한이슬 · 임현성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시기능훈련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부등시, 약시, 사시, 눈떨림을 포함한 안질환이 없고, 사시수술을 받은 이력이 없으며,
시기능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20대 성인 남녀 57명을 대상으로 6주간의 시기능 훈련 전,후의
양안시기능 평가를 하였다. 검사방법으로는 시력검사, 폭주근점, 사위도, 융합능력, 증감AC/A
비, 융합용이성, 상대조절력, 조절래그, 조절력, 조절용이성 검사가 포함되었다. 모건의 표준값
에 따라 사위도 그룹은 내사위, 정위, 외사위로 분류 하였으며 버전스 그룹은 정상범위미만,
정상범위, 정상범위 초과 그룹으로 분류 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21.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통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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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하였다(p<0.05). 근거리 사위도에 따른 시기
능 훈련 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근거리사위도 변화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F=8.939,

p<0.05),

근거리

사위도와

시기능훈련

후

근거리

사위도의

변화량

(r=-0.618, p<0.05)사이에 음의 상관성이 있었다. 원거리양성융합여력에 따른 시기능훈련 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원거리양성융합여력 변화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
으며(F=5.134, p<0.05), 원거리 양성융합여력과 시기능 훈련 후 원거리 양성융합여력의 변화
량(r=-0418, p<0.05)사이에 음의 상관성이 있었다. 근거리 음성융합여력에 따른 시기능훈련
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근거리 음성융합여력 변화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F=5.170, p<0.05), 근거리 음성 융합여력과 시기능훈련 후 근거리 음성 융합여력의
변화량사이에 음의 상관성이 있었다(r=-0.310, p<0.05). 근거리양성융합여력에 따른 시기능훈
련 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근거리 양성융합여력 변화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F=12.062 p<0.05), 근거리 양성융합여력과 시기능훈련 후 근거리 양성융합여력의
변화량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r=-0.585, p<0.05).
결론: 시기능훈련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훈련 전 근거리 사위도, 원거리폭주여력, 근거
리개산여력, 근거리폭주여력이었다. 근거리 사위도가 외사위로 갈수록 시기능훈련에 따른 변화
량이 증가하였고 원거리폭주여력, 근거리개산여력, 근거리폭주여력이 낮을수록 시기능 훈련에
따른 변화량이 증가하였다.

E-mail : hs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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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3

Spiropyran을 이용한 광 변색 콘택트렌즈의 제조
이철우・유근창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광변색 물질중의 하나인 spiropyran을 이용하여 자외선에 의해 착색되고 가시
광선에 의해 가역적으로 투명해지는 광변색 콘택트렌즈를 제작해보고자 한다.
방법: HEMA, EGDMA, NVP, AIBN을 공중합하여 콘택트렌즈를 제조하였으며, 제조한 콘택트렌
즈 내부에 키토산을 가교시켰다. 가교된 키토산의 1차아민과 실험실에서 합성한

spiropyran의

카르복실기와의 아마이드 반응을 통해 광변색 콘택트렌즈를 제조하였다.
결과: 제조된 광변색 콘택트렌즈는 자외선에 의해 보라색으로 1분내에 변색되었고, 다시 가역
적으로 가시광선에 의해 투명하게 탈색되었다.
결론: spiropyran을 HEMA 하이드로겔 표면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결합하여 광변색 콘택트렌즈
를 제조하였으며, 야외활동 시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는 기능성 콘택트렌즈 소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blast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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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4

근시안에서 굴절교정 전과 후 동공크기 변화
임동규1), 박정은2), 이군자1,2)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굴절교정 전과 후 주시거리와 휘도에 따른 동공크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방법: 평균연령 22.47±1.80세(20~28세)의 젊은 성인 중 안질환이 없고 시력교정수술을 받지
않은 조절력이 8 D 이상인 근시안 51명(101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굴절교정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이용하였고, 검사실의 조도는 100 lux로 굴절교정 전과 후, 주시거리는 3.5 m와 20
cm에서 pupillometer(Neur optics, Vip™-200 , USA)를 사용하여 암소시(scotopic vision,
light off)와 박명시(low & high mesopic vision, 0.3 lux & 3 lux) 상태에 따라 3회씩 측정하
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검사 값은 SPSS(versio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공크기와 휘
도간의 상관성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고, 사후분석은 본페로니검정, 굴절교
정 전과 후 주시거리에 따른 동공크기의 변화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굴절이상도
(근시도)에 따른 동공크기 변화량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하였으며 유의수
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굴절교정 전 근시안의 동공크기는 모든 휘도와 주시거리에서 굴절이상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굴절교정 후 근시안의 동공크기는 3.5 m 주시거리에서 굴절교정 전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굴절이상도에 따라서는 박명시 상태에서 근시도가 높을수록 동공이
더 작아지는 약한 상관성을 보였다(R=0.240, p=0.016, R=0.242, p=0.015). 굴절교정 후 20
cm 주시거리에서 동공크기는 암소시와 박명시에서 모두 굴절교정 전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001), 근시도가 높을수록 동공이 더 커지는 중등도의 상관성을 보였다(R=-0.457,
p<0.0001, R=0.480, p<0.001, R=-0.428, p<0.001).

결론: 굴절교정 전 동공크기는 굴절이상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굴절이상 교정 후 동공크
기는 교정 전과 비교하여 박명시 상태에서 원거리 물체를 볼 때에는 근시도가 높을수록 동공
이 작아지고, 근거리 물체를 주시할 때에는 근시도가 높을수록 동공이 커지는 상관성을 보였
다. 따라서 고도 근시안의 경우 중심부 근용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착용 시 원·근거리에서 선명
한 상을 얻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결과는 동공크기 의존성 구조인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설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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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5

차조기 추출물이 양안시기능에 미치는 영향
정경인 · 유근창
동신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식물성 약재인 차조기 추출물이 양안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허가번호 :
DSGOH-033)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 취지에 동의하며 선천성 또는 만성질환이 없고
내과적인 진찰결과 병적 증상 또는 소견이 없는 사람 중 임상병리 검사 및 활력징후가 정상범
위에 속하고, 등가구면 굴절이상이 –3.00D 이상인 만 18세 이상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피험자들은 차조기 추출물을 구강 섭취하는 실험군과 위약(placebo)을 구강 섭취하는 대
조군으로 총 2개의 그룹으로 15명씩 무작위로 ‘시험물질 → 위약’ 그룹과 ‘위약 → 시험물질’
그룹으로 배정하였다. 500mg의 차조기 추출물과 위약을 각각 복용하고, 2시간 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각적 근거리 작업도 2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양안시기능 검사로 폭주근점과 조절근
점, 양안조절용이성 검사를 복용 전과 2시간 시각적 근거리 작업 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각적 근거리 작업 전과 후의 평균 폭주근점 변화를 비교한 결과,
차조기 추출물을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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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유의성을 보였다. 평균 조절근점 변화를 비교한 결과, 차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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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고, 위약을 복용했
을 때는 우안 +0.73±0.79 cm, 좌안 +0.83±1.12 cm, 양안 +0.67±0.84 cm로 조절근점이 유
의하게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평균 양안조절용이성 변화 비교 결과에서는, 차조기 추출물을
복용했을 때 +1.27±2.41 cpm의 유의한 변화를 보였고 위약을 복용했을 때는 –0.07 ±2.57
cpm의 변화를 보였다.
결론: 위약에 비해 차조기 추출물을 이용한 검사에서 모양체근 이완 수축 영향에 의해 유의하
게 폭주근점 증가 억제, 조절근점 감소 효과를 보였다. 양안조절용이성 역시 차조기 추출물에
서 증가하여 조절 부담에 의한 눈의 피로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mail : gcryu@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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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6

흡연이 시기능에 미치는 급성 및 만성효과
김연희 · 이군자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담배 성분 가운데 니코틴은 체내 흡수 시 콜린성수용체와 결합하여 부교감신경을 자극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흡연이 동공크기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시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측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대 성인 남성 흡연자 25명 (20.88±2.12세)과 비흡연자 30명(23.43±1.90
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흡연자는 흡연 이력이 없으며, 흡연자는 1년 이상의 흡연 이력과 하
루 평균 10개비 이상의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검사 시작
2시간 전부터 금연, 카페인(커피, 에너지드링크 포함) 섭취 및 음주를 금하도록 요청하였다. 급
성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타르 6.0 ㎜, 니코틴 0.05 ㎎가 함유된 M 제품의 담배 1개비를 흡
연하도록 하고 흡연 전·후의 검사값을 비교하였으며, 만성효과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흡연 전
상태를 비교하였다. 어두운 상태와 밝은 상태에서 동공크기는 pupilometer(VIP, NeurOptics)로
측정하였고, 대비시력은 대비도 100% 와 10%의 ETDRS Char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대
비감도는 CSV-1000(Vector Vision, Dayton, OH, USA)로 측정하였다. 수차는 Wavefront
Analyzer (KR-1W, Topcon, Japan)을 사용하여 동공크기 4 mm 영역에서 측정하였다. 각각의
검사 값은 SPSS(versio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동공크기는

어두운

조도에서

측정기기

내부의

조명이

scotopic(light

off),

low

mesopic(0.3 lux), high mesopic(3 lux)일 때 흡연 전 6.95±0.61 ㎜, 5.79±0.78 ㎜,
4.89±0.85 ㎜, 흡연 후 6.80±0.5 ㎜, 5.45±0.62 ㎜, 4.54±0.69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0.024, p=0.002, p=0.001), 밝은 조도에서도 흡연 전 5.21±0.78 ㎜, 4.91±0.81 ㎜,
4.58±0.81 ㎜, 흡연 후 4.83±0.62 ㎜, 4.55±0.60 ㎜, 4.20±0.61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00, p=0.000, p=0.000).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동공크기는 조도와 휘도에 상관없
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두운 상태에서 대비도 100%와 10% 대비시력(LogMAR)은
흡연 전 0.23±0.12, 0.48±0.13, 흡연 후 0.21±0.12, 0.44±0.15로 모두 향상되었다(p=0.074,
p=0.047). 밝은 상태에서 100%와 10% 대비시력(LogMAR)도 흡연 전 0.08±0.15, 0.31±0.12,
흡연 후 0.07±0.14, 0.27±0.12로 향상되었다(p=0.307, p=0.000). 그라니 흡연자와 비흡연자
의 대비시력은 조도와 대비도에 상관없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비감도는 흡연 전과

후 조도에 상관없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의 동공크기에서 고위수차는 흡연 전과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고
위수차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흡연은 급성효과로 동공크기를 감소시키고 대비시력을 향상시키지만, 만성적으로는 동공
크기, 시력, 대비감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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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7

건성안 감별을 위한 비침입성 눈물막 파괴시간검사(NIBUT) 방법의
민감도와 특이도 분석
이윤정1) · 김연희1) · 김정미2) · 정명진3) · 이군자1,2)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1),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2),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3)

목적 : 각막곡률계와 수차계 및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비침입성 눈물막 파괴시간
검사법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분석하였다.

방법 : 안질환이 없으며 굴절교정수술을 받지 않은 20대 대학생 114명(228안)을 대상으로 형
광 염료 4.5 ㎕가 포함된 용지(Haag-Streit Strips, Haag-Streit, USA)를 사용하여 눈물막 파
괴시간(TBUT, tear break-up time)을 측정하여 5초를 기준으로 건성안과 정상안으로 구분하였
다.

비침입성

눈물막파괴시간(NIBUT,

noninvasive

tear

break-up

time)은

Keratograph

5M(K5M, Oculus, Germany), Wavefront Analyzer(KR-1W, Topcon, Japan), Autorefractive

keratometry(ARK, KR-8800, Topcon,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5M을 이용한 NIBUT
값은 기계에서 자동으로 측정되는 값을 이용하였고, KR-1W와 ARK를 이용한 NIBUT는 기계
내 적외선 빛을 통해 나타나는 마이어상을 검사자가 관찰한 값으로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방법
은 비모수검정인 Chi-square를 사용하여 비교하였고, Bland Altmann 방법을 사용하여 상관성
을 확인하고 ROC(reverse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이용하여 민감도(sensitivity)와 특
이도(specificity)를 분석하였다.

결과 : TBUT 검사값은 K5M에서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0.599), KR-1W, ARK
에서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222, 0.053). 건성안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
각 K5M 측정값에서 31%, 75%, KR-1W 측정값에서 74%, 39%, ARK 측정값에서 50%, 56%
로, 민감도는 KR-1W 측정값이 TBUT 검사법(75%)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고, 특이도는 K5M
측정값이 가장 높았으며 TBUT 검사법(60%)보다 높았다.

결론 : 건성안을 대상으로 측정한 NIBUT 검사방법 중 K5M 측정값이 TBUT와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민감도는 KR-1W 측정값이 가장 높아 건성안 감별(screening)에 유용
하고, 특이도는 K5M 측정값이 높아 정상안의 감별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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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8

ITO박막과 발수막의 두께에 따른 안경렌즈 투과율의 변화
박문찬1), 고견채2)
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부 안경광학전공1), (주)대진스폐셜옵텍스2)

목적: 안경렌즈의 ITO박막과 발수막의 두께를 변화시켜서 안경렌즈 투과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Macleo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굴절률이 1.56인 안경렌즈 위에 하드코팅막과 SiO2와
ZrO2를 4층으로 박막을 쌓은 후 투과율의 최적치를 구한 다음, 발수막의 두께는 30nm로 고정
시킨 후 ITO 박막의 두께를 1 nm에서 19 nm까지 변화하면서 투과율을 알아보았다. 이 후
ITO 박막 두께를 1 nm로 고정시킨 후 발수막의 두께를 10 nm에서 100 nm 까지 변화시키면
서 투과율을 알아보았다.

결과: 우선 굴절률이 1.56인 안경렌즈 위에 굴절률인 1.553인 하드코팅막과 SiO2와 ZrO2를 4
층으로 박막을 쌓았을 때, 투과율의 최적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평균투과율이 약 99%가 되었
다. 그 위에

ITO 박막 두께를 1nm에서 19 nm까지 1 nm씩 증가시키고 발수막의 두께는 30

nm 고정시킨 후 투과율을 관찰한 결과, ITO 두께가 1 nm일 때 파장 400 nm에서 투과율이
87.8%이고 파장 700 nm에서는 97.9%로 ITO 단파장 흡수로 인해 단파장의 투과율이 많이 떨
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투과율의 그래프는 400 nm에서 700 nm까지 직선에 가깝게 점점 증
가하였으며, ITO 두께가 커짐에 따라 투과율이 일정하게 떨어졌다. 또한 발수막의 두께가 투과
율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발수막의 두께를 10 nm에서 100 nm까지 10 nm씩 증가시키고
ITO 박막의 두께는 1 nm 고정시킨 후 투과율을 관찰한 결과, 발수막의 두께가 10 nm일 때
파장 400 nm에서 95.5%이고 파장 700 nm에서 99.9%이었다. 발수막의 두께가 50 nm 까지
증가함에 따라 투과율이 파장 전 영역에서 조금씩 감소하다가, 발수막의 두께가 60 nm이상에
서는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단파장의 투과율은 점점 증가하지만 장파장의 투과율은 감소하였
다.
결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TO 박막과 발수막의 두께가 ITO막은 1 nm이고 발수막은 10 nm
일 때 안경렌즈 투과율이 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mail : mcpark@shinh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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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

각막굴절교정수술안에서 안축길이 계산의 신뢰도
김형수 · 조현국 · 문병연 · 유동식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각막굴절교정수술을 받은 눈에서 모형안을 기초로 굴절이상과 각막곡률반경을 사용해 유
도된 공식을 통해 안축길이를 계산하고 직접 측정한 안축길이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신뢰도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각막굴절교정수술을 받았으며 안질환이 없는 평균 나이 28.20±8.27세인 20명(39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3가지

모형안

(Gullstrand의

정식

모형안,

Gullstrand

약식

모형안,

Gullstrand-Emsley의 모형안) 별로 안축길이 계산 공식을 유도하고 자동굴절력계로 측정한 등
가구면 굴절이상도와 각막곡률반경을 적용하여 안축길이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안축길이는
IOL-Master로 측정한 안축길이와 비교하여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결과: 측정된 안축길이는 25.11±0.91 mm이었으며 계산된 안축길이는 Gullstrand의 정식 모형
안에서

26.61±0.98

mm,

Gullstrand

약식

모형안에서

25.85±0.96

mm,

그리고

Gullstrand-Emsley의 모형안에서 25.74±0.95 mm로 나타나 계산된 안축길이가 측정된 안축길
이보다 모두 길었다. 측정된 안축길이와 계산된 안축길이 사이의 차이는 Gullstrand-Emsley의
모형안이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0.62±0.42 mm)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결론: 각막굴절교정수술을 받은 눈은 인위적으로 각막의 굴절력을 변화시킨 상태로 수술을 받
지 않은 눈(정시, 근시, 원시)과는 눈의 굴절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시안을 기준으로 유도된
안축길이 계산 공식의 정확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긴 안축길이를 가진 각막굴절교정수
술을 받은 눈의 경우 수술 후 정시인 굴절이상도를 가졌더라도 개인별로 안축길이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계산된 안축길이를 적용함으로써 개인별로 최적화된 안경렌즈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E-mail : yds@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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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

무작위 방향 출현 시표에 대한 동체시력 연구
이나현 · 서은선 ·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 본 연구는 규칙적인 방향과 무작위로 불규칙 방향에서 출현되는 물체에 대한 동체시력
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연구 대상은 전신질환 및 안질환이 없고, 양안시기능이 정상인 성인 남·여 40명으로 하
였다. 연구 방법은 굴절이상을 완전 교정한 후 실내 조도 150 lux, 시표 조도 450 lux인 상태
에서 회전식 동체시력 측정기를 통해 2m 거리에서 1.0 시표에 해당하는 문자시표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동체시력은 시표의 회전방향을 일정하게 한 경우와 무작위로 한 경우로 나누어 각
각 3회씩 측정하였고, 높은 RPM에서 점차 회전속도를 낮춰 최초로 읽어낼 때의 RPM을 각속
도로 환산하여 동체시력으로 기록하였다.

결과 : 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시표를 동일한 방향으로 속도를 낮춰 측정한 동체시력은 평균
101.05±13.13 deg/sec, 무작위 방향으로 측정한 동체시력은 평균 87.55±13.28 deg/sec로,
무작위 방향에서 출현시켜서 측정한 동체시력이 평균 13.51±13.15 deg/sec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 : 출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경험적 단서를 포함한 동체시력은 지속적으로 같은 형태의
시표를 주시하여, 시표를 유추 또는 추측을 통해 동체시력이 높은 반면, 경험적 단서가 포함되
지 않은 동체시력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시표를 봐야하기 때문에 동체시력이 감소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E-mail :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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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

시표의 이동방향에 따른 동체 시력 변화
김민국 · 진문석 ·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동체시력이 시표의 이동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교정시력 1.0이상, 안질환과 시기능이상이 없는 20~30대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회전식
동체시력 장치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2m 앞에 위치한 스크린에 일러스트 프로그램
(CorelDRAW X4)을 이용하여 1.0 란돌트환 시표를 제작한 후 측정하였다. 이동방향에 따른 동
체시력을 알아보기 위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 대하여 각각 3회 측정하여 비교하였고, 정방
향(시계방향)과 역방향(시계반대방향)으로 각각 회전시키면서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검사는 각각 3회 측정하여 각속도로 환산한 후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결과: 수평 정방향(시계방향) 동체시력 평균은 105 degree/sec, 수평 역방향(반시계방향) 동체
시력 평균은 100 degree/sec이었고, 수직 정방향(위에서 아래방향) 동체시력 평균은 103
degree/sec, 수직 역방향(아래에서 위 방향) 동체시력 평균은 98 degree/sec으로 나타났다.
수평 방향을 기준으로 정방향과 역방향의 평균 차이는 5 degree/sec이며, 수직 방향을 기준으
로 했을 때의 차이는 5 degree/sec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방향을 기준으로 수평 방향의 평균
과

수직 방향의 평균 차이는 2 degree/sec, 역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차이는 2

degree/sec로 나타났다.(p>0.0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동체시력에 큰 차이는 없으며, 정방향과
역방향 또한 동체시력의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시표의 이동방향에 따
른 변화는 동체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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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4

동적입체시와 동체시력의 상관관계 연구
최현수 · 이나현 · 전인철
동신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동적입체시에 따른 동체시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나안 또는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안질환이 없으며 양안시기능이 정상인
평균 27.64±8.43세의 성인 남·여 40명으로 하였다. 검사방법은 검사실의 조도 500lux에서 굴
절이상을 완전교정한 후 삼간계와 동체시력측정기로 동적입체시와 동체시력을 각각 3회씩 측
정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통계분석은 Origin 통계프로그램으로 Perason 상관계수를
구하여 동적입체시와 동체시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 연구결과 동적입체시는 평균 25.82±7.93 초, 동체시력은 평균 102.23±20.55 deg/sec
이었고 동적입체시와 동체시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Perason 상관계수가 –0.839로 나
와 통계적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결론: 동적입체시와 동체시력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동적입체시가 좋을수록 동체시
력도 증가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인지능력이 좋으면 동적입체시와
동체시력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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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5

도로 주행시 운전자에 미치는 시간에 따른 태양광의 눈부심 모의 연구
성훈금*, 이우진, 이태현, 홍명기, 양석준, 최은정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한별 광학

목적: 본 연구는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할 때 태양광에 의해 발생하는 눈부심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Speos를 기반으로 태양광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눈부심의 차이를 모의연구
하였다.
방법: 실험 도구로는 광학해석 프로그램인 Speos(Optis 社, France)를 이용하였다. Speos는
조명 광학해석 하는 프로그램으로, 차량의 내부 환경 및 연령과 광원을 설정 및 적용 가능한
모의 프로그램이다. 실험의 모의상황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차량의 대시보드 색상은 Light
Grey color, 계절은 겨울, 그리고 차량의 방향은 남향으로 설정하였고, 태양광원(6500k)과 정
상안을 가진 운전자의 상황으로 가정하였다. VGC는 정상적인 입사 개구를 통하여 입사한 복사
선의 일부에 의하여 발생되는 광학계인 VG(Veiling Glare)를 수치화 한 것으로, 태양광의 입사
각에 따른 휘도 값을 분석하고 이를 VGC로 변환하여 눈부심을 비교하였다.
결과: 시간에 따른 태양광원의 위치를 오전 9시, 10시 30분, 오후 12시, 2시 30분, 6시로 설
정하였으며 눈부심에 대한 정도를 VGC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장 낮은 VGC는 오전 9시, 오
후 6시일 때 VGC < 30%인 반면, 가장 높은 VGC는 오후 12시와 2시 30분일 때 VGC > 60%
으로 측정되었다. VGC의 값(%)은 낮을수록 선명하게 보이고, 높을수록 눈부심이 심해진다. 분
석한 VGC값(%)의 경향성을 통해 태양의 고도에 따른 운전자의 눈부심에 대한 연관성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대별 눈부심 양의 차이를 비교 할 수 있었다.
결론: 지금까지 운전자가 느끼는 눈부심의 정도를 연구하는 결과가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는 Speos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운전자가 느끼는 눈부심의 정도를 모의연구하고 이를 정
량화 하였다. 시간과 나이에 따른 운전자의 눈부심의 연관성을 볼 수 있었고 특정 시간대에 눈
부심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는 차량의 주행 속
도나 날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이 아닌 전반적인 상황에서 실험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더
세부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또한 Speos를 이용한 연구 방법
은 차량 및 운전자 이외에도 설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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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6

색상 반사 렌즈의 투과율 및 반사율과 색상 분석
성훈금*, 이우진, 이태현, 홍명기, 양석준, 최은정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한별 광학

목적: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색상 반사 렌즈는 색상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광학적 변수에 대
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색상이 다른 색상 반사 렌즈의 투과율과 반사율에 의한 광학적 차
이에 대한 구체화된 연구가 없으므로 많은 소비자들이 색상 선택에 혼란을 가져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색상 반사 렌즈를 대상으로 색상 별 특성과 광학적 성질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방법: 사용 렌즈로는 골드, 반골드, 실버, 반실버, 레드, 핑크, 그린, 블루, 스카이블루, 다이아
블루

총 10종의 색상을 사용하였고 Shimadzu UV-Vis의 Spectrophotometer(UV-2450)를 사

용하여 가시광선 영역인 380 ~ 780nm 에서의 투과율 및 반사율과 색상을 측정하여 분석하였
다.
결과: 레드, 핑크, 골드, 반골드, 그린, 블루, 스카이블루, 다이아블루, 실버, 반실버의 투과율은
22.6%, 28.1%, 28.1%, 30.0%, 27.6%, 33.2%, 32.7%, 28.8%, 23.1%, 28.3% 로 블루의 투
과율이 가장 높았으며, 투과율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레드와 실버의 투과율이 조
금 낮게 측정되었다. 반사율 같은 경우는 29.5%, 17.1%, 28.8%, 10.8%, 17.3%, 16.7%,
30.0%, 24.0%, 24.5%, 22.0%로 레드의 반사율이 가장 높았고, 반골드 반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러

렌즈의

투과율을

평균

투과율은

28.3%±5.1%이고,

평균

반사율은

22.1%±9.6% 정도로 투과율 차이보단 반사율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색
상 분석 결과로 a*/b*로 나타낼 때 투과색은 Red -13.66/-13.46, Pink -5.86/3.67, Gold
8.2/-24.29,

H.Gold는

11.5/12.77,

Dia Blue 2.67/-1.6, Silver 0.19/-4, H.Silver -2.02/-1.09 로 나타났다. 반사색

-4.23/-8.61,

Green

11.79/-9.18,

Blue

3.4/11.79,

Sky

Blue

으로는 Red 93.64/48.22, Pink 24.59/-83.81, Gold -54.43/148.95, H.Gold는 32.45/12.82,
Green

-126.25/59.1,

Blue

-66.96/-85.03,

Sky

Blue

-81.75/-47.41,

Dia

Blue

-36.78/-22.38, Silver -6.62/5.66, H.Silver -11.2/-35.36으로 나타났다.
결론: 색상 반사 렌즈의 투과율과 반사율을 측정한 결과 투과율에 비해 반사율의 차이가 더 크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색상의 종류에 따라서 투과율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
에 색상에 의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측정에 사용한 미
러 렌즈들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한 시감투과율의 범위인 18%초과 43%이하라는 조건에
적합함으로, 어느 색상의 렌즈를 사용하여도 모두 선글라스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컬러 미러 렌즈 선택 시 광학적 요소를 굳이 따지지 않고 소비자의 기호에 따른 선
택을 하여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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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7

수정체의 광학적 투과율에 따른 망막 상의 이미지 평가
성훈금*, 이우진, 이태현, 홍명기, 양석준, 최은정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한별 광학

목적: 최근 노령화 사회로 인해 고령 인구증가로 백내장 환자가 많아지면서 백내장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에 대한 특성을 전산모사를 통해 예측한 결과는 거의 없다.
따라서 사람의 눈에 백내장과 같이 혼탁이 발생했을 때 수정체의 광학적 투과율에 따라 망막
에 맺히는 상의 질 변화를 LightTools를 사용하여 광학 특성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방법: 광학 설계 프로그램인 LightTools를 사용하여 가상의 눈을 구현한 뒤, 수정체에 혼탁의
정도를 광학적 투과율로 변환하여 총 5단계(100%, 80%, 60%, 40%, 20%)로 나누어 설정하였
다. 눈앞 60cm에 광원 “R”을 생성한 다음, 수정체의 광학적 투과율을 변화시키면서 상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조도 및 오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LightTool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망막에 맺힌 광원 "R" 상을 측정한 결과, 수정체의 광학
적 투과율 100%시 오차 1.42%, 조도 3.81X10-3W/mm2로 측정되어 상의 질이 가장 좋게 나타
났으며, 투과율 80%시 오차 1.75%, 조도 2.56X10-3W/mm2로 측정되어 투과율 100% 측정 시
에 비하여 오차가 크고 조도값이 낮아 저하된 상의 질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어서 투과율
60%는 오차 2.24%, 조도 1.76X10-3W/mm2로 측정, 투과율 40%는 오차 3.12%, 조도
0.69X10-3W/mm2로 측정, 투과율 20%는 오차 5.11%, 조도 0.19X10-3W/mm2로 측정되어 투
과율이 낮을수록 오차가 크고 조도값이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결론: 임상실험으로 얻을 수 없는 정량적 수치를 인위적으로 모사한 수정체의 혼탁 정도를 변
경시키며 확인할 수 있었다. 백내장 환자에게 발생하는 것과 같이 수정체의 광학적 투과율이
낮아지는 경우 상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정량적 수치를 분석한 결과, 투
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측정된 오차가 급격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
의 결과들은 모든 사람들의 눈의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정량적 결과가
실제 백내장 질환 연구 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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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8

청색광 반사율에 따른 스트레이 라이트 분석
성훈금*, 이우진, 이태현, 홍명기, 양석준, 최은정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한별 광학

목적: 최근 청색광의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된 청색광 차단렌즈에서 발생되
는 미광을 분석하고, 이 미광이 상의 질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
를 진행하였다.
방법: 미광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미광분석을 위한 모델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부반사
에 의한 산란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안경렌즈, 내부반사 없는 무반사 안경렌즈, 내부반사 있는
무반사 안경렌즈, 내부반사가 있는 청색광 차단 안경렌즈(5%, 10%, 15%, 20%) 4가지 광학계
를 사용하였다. 청색광 차단을 위한 반사코팅은 박막설계용 소프트웨어인 Essential Macleod
로 설계하였다. 설계에 사용한 코팅물질은 SiO2와 TiO2 이고 반사코팅의 피크는 청색광 위험도
가 가장 높은 435~440 nm 사이에 있도록 하였다. 청색광 반사코팅의 반사율은 최대 피크를
나타내는 파장에서 약 5%, 10%, 15%, 20%가 되도록 하였다.
결과: 이상적인 렌즈와 내부반사가 없는 무반사 렌즈의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광이 포
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부반사가 있는 무반사 렌즈와 내부반사가 있는 청색광 차단 렌즈의
경우 미광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도에는 정상광과 미광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
도에서 정상광을 빼주면 미광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결과에 따르면 청색광 반사코팅의
반사율이 증가할수록 중심부(0°) 근처에서는 미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심-주변
부 (15°) 및 주변부(30°)에서는 미광이 증가하였다. 특히, 미광의 세기는 중심-주변부(15°)에서
최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미광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심부에서의 미광은 다소 감소하고 중심-주변부와 주변부에서
의 미광은 크게 증가하는 방식으로 상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현상은 청색광 반사코팅의 반사율이 증가할수록 더 심해진다. 결국, 청색광 차단렌즈에서
상의 질은 청색광 반사코팅으로 인한 중심부에서의 광도 감소와 주변부에서의 미광 증가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현상은 청색광 반사코팅의 반사율이 증가할수록 심화된다. 따라서 청색광 차
단렌즈의 성능을 좌우하는 성능지표인 청색광 차단율, 시감투과율, 청색광 위험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불편이 없는 수준에서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E-mail : gnsrma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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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9

약도근시성난시안에서 교정방법에 따른
렌즈회전율과 대비시력 변화에 관한 연구
김정복1), 이종하2), 추병선1)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1), 강동대학교 안경광학과2)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약도의 구면굴절력을 가진 근시성 복성난시안에서 완전교정 및 단성난시
교정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와 등가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로 교정하였을 때, 난시 축 민감도의
결과에 따른 렌즈 회전 방향과 각도, 그리고 고대비(100%)와 저대비(10%)의 원거리 시력, 근
거리 대비감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근시굴절력 1.00D 미만과 난시굴절력 0.75~2.25D인 성인 남녀 38명(76안)을 대상으로
ASD 디자인인 J사의 etafilcon A 재질의 토릭 렌즈와 등가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로 각각 교정
하였을 때의 고대비(100%)와 저대비(10%) 원거리 시력, 대비감도, 렌즈 회전방향과 각도, 난
시 축 민감도 등을 검사 하였다.
결과: 고대비와 저대비의 원거리 시력은 완전교정된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p=0.03), 등가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와 단성난시교정 토릭 소프트콘택트렌
즈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렌즈 회전량 비교 결과, 단성난시교정과 완전교정 모
두에서 귀쪽으로 회전하는 경향을 보였고, 회전 각도는 단성난시교정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
착용을 할 경우 16.67±4.62°로 더 많이 회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1). 대상자들의 렌즈의 평균 회전량은 13°이었고, 이는 난시 축 민감도가 ±
10° 이하인 대상자의 경우 시력 저하의 결과를 보였다.
결론: 약도 구면굴절력을 가진 난시안에서도 교정 방법에 따라 원거리에서 대비 시력에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저대비 조건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임상에서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로
교정하는 경우 저대비 조건에서의 시력 검사를 해주는 것이 정확한 피팅을 위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렌즈 회전 결과로 보면 약도 구면굴절력을 교정해주는 것이 렌즈의 회전량
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난시 축 민감도 검사를 진행하여 ±10° 이하인 경우 정확한
축 교정이 필요할 것이다.

E-mail : neo9958@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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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0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실태 조사
고예진1), 최수완1), 이지원1), 주예진1), 정서현1), 김용겸2), 김정규2), 김태훈2)
북일여자고등학교1),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2)

목적: 최근 다양한 종류의 콘택트렌즈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콘택트렌즈 착용률은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여성들과 고등학생들의 콘택트렌즈 착용 비율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콘택트렌즈 착용 실태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
였다.
방법: 천안에 위치한 고등학교 여학생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SPSS 20.0 (SPSS INC., Chicago, IL, USA)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 및 독립표본검정(independent T-test),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 을 사
용하였으며, 결과 값의 유의 수준은 p<0.05 하였다.
결과: 현재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인원은 42.58%로 나타났으며, 착용 경험이 있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85.32%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착용 콘택트렌즈의 종류로는 매일착용렌즈가
48.10%, disposable 렌즈가 48.10%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51.02%가 칼라콘택트렌즈를 착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콘택트렌즈의 착용 목적으로는 미용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41.0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콘택트렌즈 관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는 88.17%로
높게 조사되었으나 안경사가 아닌 친구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도 26.07%로 비교적 높
게 조사되었다. 또한 콘택트렌즈 케이스는 40.74%가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론: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경우, 미용상의 이유로 콘택트렌즈를 많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정확한 관리방법에 의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콘택트렌즈 판매 시 안경사의 관리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더욱 잘 이루어져야 하며,
콘택트렌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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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1

안경렌즈의 최적화를 위한 프레임 매개변수 적용 필요성에 대한 고찰
이양훈1), 권오현1,2), 김태훈1,2)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1),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2)

목적: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안경 프레임이 출시되고 있으며 안경렌즈 업체에
서 최적화 설계를 위한 개인맞춤형 단초점 안경렌즈가 판매되고 있다. 개인맞춤형 단초점 안경
렌즈는 업체에서 Measured Power, Checking Power, Reference Power등 다양한 표현으로
주문도수(Order Power)와 함께 기재하여 공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 안경렌즈와 개인맞춤형 단초점 안경렌즈의 수차분석을 통한 성능비교를 하였
으며, 이를 통해 개인맞춤형 단초점 안경렌즈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굴절률 1.60인 플라스틱 안경렌즈의 전면굴절력(D1′)이 S+1.00 D, S+2.00 D, S+3.00
D, S+4.00 D, S+5.00 D, S+6.00 D일 때, 안구 회선점에서 렌즈 정점까지의 거리 27 mm, 안
구회선각도 0~20°에서 렌즈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비점수차량과 왜곡수차를 비교하였고, 안구
는 정면을 주시한 상태에서 안경렌즈 기울기(0~20°)에 따른 비점수차량과 왜곡수차를 비교하
였다.
결과: 안구회선각도가 증가할수록 전면굴절력이 낮은데서 높아질수록 렌즈의 비점수차량은 비
례하여 감소하였고, 왜곡수차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평균도수 에러(Power
error)는 D1=+4.00일 때 최소값을 나타냈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렌즈 기울기 (0~20°)에 따른 비점수차량은 상당히 변화값이 컸으며 왜곡수차량은 +방향으로
약간 증가하였고 평균도수 에러(Power error)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면굴절력(D1′) 변
화에 따른 비점수차량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안구회선에 따른 주변부 수차는 전면굴절력의 적
절한 변화와 비구면설계에 의해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중심부 주시에 따른 수차 에
러는 수차에 따른 처방도수 보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다양한 프레임 피팅변수에 따른 렌즈 중심부의 수차 보정이 주변부 수차보정보다 더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프레임 매개변수를 적용한 개인맞춤형 단초점 안경렌즈를 설계
한다면 단초점 안경렌즈의 활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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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2

안경원 서비스 및 구조에 대한 소비자 요구 조사

김정규1), 이정하1), 이진주1), 임지혜1), 김태훈1,2), 권오현1,2)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1),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2)

목적: 본 연구는 안경원 서비스 및 구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예비

안

경원 창업자와 안경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방법: 안경사와 일반인 650명에게 안경원의 서비스와 구조부분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서비스와 구조부분 모두 리커트 5점 척도와 SPSS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고객의 선
호도 조사를 하였다. 또한 협업필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비슷한 성향을 가진 두 고객집단을 자
주 가는 안경원이 있는 고객과 없는 고객으로 나누어 고객의 패턴을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결과: 안경원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55.0%가 디스플레이 된 안경과 판매용 안경이 분리되어있

는 것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휴식공간의 유무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도 56.6%로 조사되었다. 안경원에 카페가 있는 것에 대해 65.0%가 긍정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51.0%가 독립적인 카운터가 있는 안경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사의 가운 착용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매우 그렇다 43.8%, 그렇다 30.6%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협업필터링 기법을 통한 분석 결과, 자주 가는 안경원 유무에 상관없
이 위치, 원하는 제품구비, 친절도가 안경원 선택 시 공통된 요소로 조사되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경원 실무상황에 맞춰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에게 더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객들의 다양한 선호도와
요구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안경업계와 학계의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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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3

안경광학과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교육 요구에 대한 조사
서대영, 이윤지, 김수영, 신장철, 박상철, 권오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직업기초능력 교육은 국가직업능력표준에 의하여 10가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1)

10가

지 직업기초능력 영역 중 의사소통능력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
하고 관련 교육 요구를 설문을 통해 파악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연
구의 목적을 두었다. 또한 안경사에게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영역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교육
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방법: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인식 및 교육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부산시에
있는 B대학 학생들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참여한 학생은 총 86명으로 직업기초능력
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설문에 참여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안경광학과 학생들은 이전 조사에서 10개의 직업기초능력 중 안경사
에게 필수적인 영역을 묻는 질문에 의사소통능력이 93%(80명)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직업
윤리 90%(78명), 대인관계능력 84%(72명), 기술능력 78%(6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2)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필수적이라 응답한 의사소통능력 영역의 세부 항목에서 대해서 개
인의 능력을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문서이해능력은 ‘잘한다’가 47%(40명), 문서작성능력은
‘보통이다’가

44%(38명),

경청능력은

‘잘한다’가

57%(49명),

의사표현능력은

‘잘한다’가

43%(37명), 기초외국어능력은 ‘부족하다’가 48%(41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조사되었다.
이들 5개의 세부 영역 중 안경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경청능력
77%(66명), 의사표현능력 66%(57명), 기초외국어능력 55%(47명), 문서이해능력 42%(38명),
문서작성능력 36%(3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능력 중 향상시키기기를 희망하는 영
역을 조사한 결과 기초외국어능력 62%(53명)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결론: 의사표현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
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이다.1) 안경광학
과 재학생은 5개의 영역 중 경청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잘하는 편이라고 생
각하고 있었다. 문서이해능력과 의사표현능력 역시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교육희망정도가 낮
았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문서작성능력과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기초외국어능력에 대한 교육수
요가 다른 항목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문서작성능력의 경우 안경사에게 필수적 능력이냐는 질
문에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기초외국어능력은 과반수이상이 안경사에게 필요하며,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안경광학과 재학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E-mail : tomgunn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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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4

외사위 환자들의 망막대응 상태에 대한 고찰
위대광1),2), 임현성1)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1), 공안과 의원2)

목적: 외사위를 갖는 환자들에서 망막대응 상태에 따라 어떠한 기능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
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양안 모두 원거리 완전교정 시력 1.0의 정상 시력을 갖는 외사위 25명(정상망막대응: 9
명, 부조화이상망막대응:13명, 조화이상망막대응:3명)을 대상으로 하여 망막대응상태와 이 상각
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입체시를 검사 하였다. 대응상태 및 이상각은 Synoptophore(OCULUS
Synoptophore, Germany)를 이용하여 검사된 타각적 사시각과 자각적 사시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Synoptopohre의 잔상검사법 (After image transfer test)을 이용하여 타각적 사시각 까지
1도(degree) 단위로 프리즘 자극을 증가하였다. 이때 나타난 Real Fusional Movement(RFM;
실제

융합성

움직임)를

프리즘에

대한

반응으로

확인

하였다.

입체시는

Frisby

Stereotest(Clement Larke International Ltd., London, UK)를 이용 하였고, 타각적 사시각과
자각적 사시각으로 교정하였을 때의 입체시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정상망막대응에서 RFM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상망막대응 16명 중 14명에서 나타
났다. RFM현상을 보이는 대상자들에게 1도 단위로 프리즘 자극을 증가 하여 반응을 확인 한
결과 RFM현상이 멈추는 지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중 부조화이상망막대응은 멈추는 지
점과 이상각의 크기 간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p<0.01). 그러나 조화이상망막대응에서는 통계
적 의미는 확인하지 못하였고(p=0.580), RFM이 멈추는 지점을 사위 양과 비교해 본 결과에서
도 서로 간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0.528). 프리즘을 이용하여 교정하기 전과 후의 입체
시를 비교한 결과, 정상망막대응에서는 타각적 사시각으로 교정하기 전과 후의 입체시가 향상
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상관성은 없었다(p=0.147). 그러나 부조화이상망막대응에서는
타각적 사시각과 자각적 사시각 모두에서 교정 후에 향상 된 입체시 결과를 보였으며(p<0.01),
조화이상망막대응도 타각적 사시각으로 교정 하였을 때 향상된 입체시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
적인 상관성은 없었다(p=0.157). 입체시의 향상 정도와 사위 양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낮은 상
관성을 보였다(p=0.324).
결론: 사위 환자들의 프리즘에 대한 반응은 이상각과 관련하여 망막 대응 상태에 따라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위 교정 전과 후의 입체시 대응 상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
고, 그 중 부조화이상망막 대응에서는 타각적 사시각과 자각적 사시각 으로 교정 후 입체시 변
화 간의 차이를 확인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위 환자들의 망막대응 상태를 확인하여 타각적
사시각 뿐만 아니라 자각적 사시각과 이상각을 각각 측정함으로써 수술 및 비수술적 치료 접
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hs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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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5

연령에 따른 조절력과 폭주력의 변화

박내철, 유근창
동신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 본 연구는 조절근점, 폭주근점 검사를 통해 연령에 따른 조절력과 폭주력의 변화를 알
아보았다.

방법 : 연구대상은 완전교정 시력이 0.8 이상이고 안질환이 없으며 양안시기능이 정상인 10
세~49세의 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방법은 자각적 굴절검사 후 완전교정상태로 조절
근점과 폭주근점을 측정하였다. 조절근점은 “Push-up" 법을 이용하여 40cm거리에서 시표를
피검자의 눈앞으로 가까이 당기면서 최초 흐림 지속 상태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정상값
은 나이에 따른 Hofster 평균 조절력 공식으로 비교하였다. 폭주근점은 ”Push-up"법을 이용하
여 40cm에서 피검자의 눈앞으로 가까이 당기면서 근거리 시표가 두 개로 분리되는 분리점과
다시 하나로 보이게 되는 회복점을 측정하였으며 정상범위는 회복점 기준으로 10cm 이내로
하였다. 결과 값은 cm를 D로 환산하였다.

결과 : 연구결과 평균 조절력은 총3000명에서 7.26±5.32D이었다. 10대 592명에서 13.21±
8D, 정상은 53O명(89.53%), 조절부족은 62명(10.47%)이었다. 20대 761명에서 10.20±
9.80D , 정상은 609명(80.02%), 조절부족은 152명(19.98%)이었다. 30대 816명에서 7.37±
4.97D, 정상은 677명(82.97%), 조절부족은 139명(17.03%)이었다. 40대 831명에서 3.44±
5.07D, 정상은 540명(64.99%), 조절부족은 291명(35.01%)이었다. 평균 폭주력은 총 3000명
에서 14.28±9.72D였다. 10대 592명에서 16.71±4.25D였고 정상은 561명(94.93%), 폭주부족
은 31명(5.07%)이었다. 20대 761명에서 15.65±5.80D였고 정상은 707명(92.90%), 폭주부족
은 54명(7.10%)이었다. 30대 816명에서 13.37±5.97D였고 정상은 734명(89.95%), 폭주부족
은 82명(10.05%)이었다. 40대 831명에서 11.44±5.07D였고 정상은 706명(84.96%), 폭주부족
은 125명(15.04%)이었다.

결론 : 나이가 들수록 조절력과 폭주력의 평균값이 감소하였고, 각 연령대의 평균 조절력과 폭
주력은 40대에서 가장 많이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E-mail : gcryu@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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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6

기능성안경렌즈에서의 동적입체시

최현수 · 유근창
동신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일반적인 조도 환경에서 세 가지 종류의 기능성안경렌즈(청광차단렌즈, 편광
착색렌즈, 착색렌즈)를 각각 착용함에 따라 생기는 동적입체시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나안 또는 교정시력이 0.8 이상이고 안질환이 없으며 양안시기능이 정상인
평균 24.43±4.02세의 성인 남·여 32명으로 하였다. 검사방법은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구분하여
검사실의 조도 500lux에서 청광차단렌즈(분산방식), 편광착색렌즈(코팅방식), 착색렌즈(브라운
85%)를 교대로 착용하여 삼간계로 동적입체시를 각각 3회씩 반복 측정하였다. 통계는 Excel
통계프로그램의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유의성을 알아보았으며 통계
적으로 p-value가 0.05보다 작은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결과: 동적입체시는 대조군이 24.65±15.39초이고 청광차단렌즈(분산방식)는 25.47±15.84초,
편광착색렌즈(코팅방식)는 36.04±16.63초, 착색렌즈(브라운85%)는 38.41±15.23초로 나타났
으며 청광차단렌즈가 편광착색렌즈와 착색렌즈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기능성안경렌즈에
의한 동적입체시는 청광차단렌즈의 경우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
0.05) 편광착색렌즈와 착색렌즈에서 측정한 동적입체시는 대조군에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결론: 동적입체시의 측정결과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청광차단렌즈는 동적입체시에 영향을 주
지 않았으며 편광착색렌즈와 착색렌즈는 동적입체시 저하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편광착색렌즈
와 착색렌즈는 청광차단렌즈에 비해 가시광선투과율이 감소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
료된다.

E-mail : gcryu@dsu.ac.kr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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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17

소프트콘택트렌즈 착용 시 Straylight 변화에 관한 연구
박경희1),2), 유근창2)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

1)

,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2)

목적: 본연구는 투명렌즈와 써클렌즈 착용 시 발생되는 straylight의 변화를 착용 시간에 따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여 straylight의 변화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실험의 취지를 알고 안질환이 없으며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만 19세~23세 대학생
남·녀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질 etafilcon A의 투명렌즈와 써클렌즈를 각각 착용하고
착용 직후와 8시간 후 straylight를 저조도(3~5lux)에서 측정하였다.

결과: 투명렌즈를 착용한 직후와 착용 후 8시간이 지난 시점의 straylight를 비교한 결과
시간에 지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0). 써클렌즈를 착용한 직후와
8시간이 지난 시점의 straylight를 비교한 결과 시간에 따른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374). 투명렌즈와 써클렌즈를 착용한 직후의 straylight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3) 8시간이 지난 시점의 straylight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결론: 투명렌즈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의 선명도를 저하시키는 straylight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장시간 착용하는 경우 시력의 질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써클렌즈를 착용한 직후
투명렌즈와 비교하면 straylight가 증가하여 상의 선명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착용
8시간 후에는 투명렌즈와 비교하였을 때 상의 선명도가 저하되었다. 이는 착용 직후 뿐 아니라
장시간 착용 시 써클렌즈가 투명렌즈에 비해 straylight증가로 상의 선명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써클렌즈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traylight 증가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착용시간과의 상관관계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콘택트렌즈
처방시 시력검사와 대비감도검사 뿐 아니라 시력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straylight도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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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8

대학생의 건성안에 관한 연구
김유현, 김미정, 방지혜, 이화영, 허근영, 배현주, 허성인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건
성안 유병률 및 관련 인자들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 경남지역 대학생 78명을 대상으로 건성안증후군을 분류하기 위해 OSDI 설문을 실시하
여 OSDI 점수가 13점 이상인 경우를 건성안으로 진단하였으며, 13-22점을 경도, 23-32점을
중등도, 33-100점을 중증 건성안으로 분류하였다. 성별, 콘택트렌즈 착용 유무 등의 관련인자
에 대해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총 78명 중 60명(76.9%)이 건성안에 해당하였으며, 경도 21명(26.9%), 중등도 16명
(20.5%), 중증 23명(29.5%)이었다. 각 요인에 따른 OSDI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99,

p=0.04).

콘택트렌즈

착용자

24.59±13.76로

중등도

건성안,

미착용자

21.21±14.17로 경도 건성안으로 분류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 전체 대상자 중 76.9%이 건성안으로 판단되었으며 여성과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OSDI 점수가 높게 나타나 건성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를 기초자료
로 하여 추후 젊은 성인의 건성안 관련인자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optics95@ma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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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9

일부 성인의 폭주근점에 대한 연구
김정숙, 배현주, 엄정희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 일부 성인의 폭주근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굴절검사와 양안시검사의 스크
리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 창원에 거주하는 전신질환 및 안질환과 안과적 수술경험이 없는 성인 111명을 대상으
로 자동굴절력계(Topcon 8100)를 이용하여 완전교정한 후 및 Optoruler를 이용하여 폭주근점
을 측정하였다. 굴절이상도, 연령, PD에 따른 폭주근점을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 전체 평균 연령은 30.45±8.12세로 20대 정시안 23명(20.7%), 비정시안 88명(79.3%)
로 분류되었으며 평균 굴절이상도 –2.21±2.30D, 평균 폭주근점은 7.82±2.82cm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 7.44±2.50cm, 30대 7.90±2.65cm, 40대 9.00±2.82cm로 나타나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2.32, p=0.10) 40대 이후 연령에 따라 폭주근점이 길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굴절이상도를 정시(≤-0.50D), 경도근시(≤-2.00), 중등도근시(-2.25~-6.00),
강도근시(≥-6.25D)로

분류하여

실시한

폭주근점

비교에서

정시

8.81±3.69cm,

경도

7.84±2.37cm, 중등도 7.243±2.45cm, 강도 7.53±3.68cm 로 측정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으나(F=1.52, p=0.21) 중등도 굴절이상군에서 마이너스굴절력이 증가할수록 폭주근
점이 길어지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r=-0.34, p=0.03) 평균 PD는 62.68±3.66mm 측정되었
으며 폭주근점과 유의성이 없었다.
결론 : 폭주근점은 연령에 따라 길어지며 중등도 근시의 경우 굴절이상도가 높을수록 폭주근점
이 길어지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전체 굴절이상도에 따른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추후 이를 보정하여 굴절력 별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kimjs@ma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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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0

Development of VEGF-targeted nanocomplex
for the retinopathy treatment
Seung-Jun Seo1), Ki-Hong Kim2), Jong-Ki Kim1)*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1), Dep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2)

Purpose: Flt1 peptide is a ligand peptide for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1 inhibiting VEGF-mediated endothelial cell.[1] To investigate the VEGFR-mediated
uptake of gold nanoparticles Flt1 peptide (Flt1)-conjugated gold nanoparticles (AuNP)
was prepared. Binding study of this nanocomplex was performed with a antagonist
VEGF165.
Methods:

and

Results:

The

formation

of

AuNP-Flt1-Cyanine5(Cy5)

conjugate

was

confirmed by both UV spectrometer and fluorescence imaging system. AuNP-Flt1-Cy5
conjucate exhibited binding with VEGF165 in a dose-dependent manner.
Conclusions: Fluorescent AuNP-Flt1-Cy5 nanocomplex was successfully synthesized with
targeting property to retinopathy as a drug carrier for proton-irradiated Coulomb
nanoradiator therapy[2].
1. Jo DH, Kim JH, Son JG, Piao Y, Lee TG, Kim JH. Inhibitory activity of gold and silica
nanospheres to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mediated angiogenesis is
determined by their sizes. Nano Res. 2014;7:844–52.
2. Jong-Ki Kim, Seung-Jun Seo, Hong-Tae Kim, Ki-Hong Kim, Myung-Hwan Chung,
Kye-Ryung Kim and Sung-Jun Ye. Enhanced proton treatment in mouse tumors through
proton irradiated nanoradiator effects on metallic nanoparticles, Phys. Med. Biol. 2012,
57: 8309–8323.

E-mail : seosj@cu.ac.kr, *: jkkim@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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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1

Fabrication of ferrogel as on-demand ocular drug delivery system
Hye-Ri Jeong1), Ki-Hong Kim1), Seung-Jun Seo2), Jong-Ki Kim2)*
Dep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1),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2)

Conventional eye drop cannot delivery therapeutic agents efficiently to neovascular retinal
diseases. We fabricate a porous ferrogel (Fe3O4-RGD-Alginate) as drug delivery system
that can be remotely controlled by a magneticfield to deliver gold nanoparticles or ocular
drugs for anterior eye diseases on-demand. The active porous scaffold, in the form of a
macroporous ferrogel, gives a larged formation and water content change of over 10%
under

a

moderate

magnetic

field.

Average pore size in

pre-magnetic

field

and

post-magnetic field was 308 μm and 400 μm, respectively. The deformation and volume
variation also showed dependent on the direction of applied magnetic field and exposure
time, which may allow a new mechanism to trigger and enhance the release of various
drugs, and can be controlled by external magnetic fields.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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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2

노숙인의 시각기능과 시각과 관련된 삶의 질 평가
김정희1), 이정임2), 이항석3)
동남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수원1), 안경하우스, 수원2), 메종옵티크, 서울3)

목적 : 노숙인의 시각기능과 시각과 관련된 삶의 질을 평가하여 노숙인의 시각 상태에 대한 기
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과 대전의 쉼터 노숙인 147명(남성 129명, 여성 18명)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NEI-VFG-25 설문을 이용하여 노숙인의 시각기능과 시각과 관련된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최저 및 최고 점수는 각각 0과 100 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각기
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 연령을 공개한 129명(남성 117명, 여성 12명)의 평균 나이는 56.42±10.45세(남성
55.29±9.76세, 여성 67.60±10.92세)이었다. 노숙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전반적인 시력은
각각 29.08점과 56.31점이었고, 원거리 시력은 59.96점, 근거리 시력은 52.39점, 눈 통증은
60.99점, 색각은 71.40점, 주변부 시력은 62.24점이었으며, 시각과 관련된 사회적인 기능은
67.89점, 정신적인 건강은 56.72점, 역할의 제한은 43.60점, 의존성은 70.77점이었다. 시각과
관련된 사회적인 기능과 정신적인 건강, 역할의 제한, 의존성은 원거리 시력, 근거리 시력, 주
변부 시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5).
결론

: 한국어판 NEI-VFG-25 설문을 이용하여 노숙인의 시각 상태를 분석한 결과 노숙인의

시각과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숙인의 시각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mail : m_optiq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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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3

실내전용 누진가입도 렌즈의 수정된 모노비전 처방 효과
김혜인1), 이항석2), 오승진3), 두하영3), 마기중4)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대전1), 메종옵티크 안경원, 서울2),
전북과학대학교 안경광학과, 정읍3),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성남4)

목적: 노안으로 인한 중·근거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내전용 누진가입도 렌즈
의 모노비전 처방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방법: 누진가입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며, 양안 교정시력이 0.8 이상이고, 중간거리와 근거리
작업시간이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인 직장인 38명(57.22±5.18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누진
가입도 안경, 실내전용 누진가입도 안경과 이의 수정된 모노비전 처방 안경을 착용하였을 때
원거리, 중간거리 및 근거리에서 고대비와 저대비 시력,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입체시와 사위도
를 비교하였고, 설문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결과:

원거리 시력(Log

MAR)과

만족도(10점

척도)는

누진가입도

안경(-0.06±0.10

및

8.00±1.63), 실내전용 누진가입도 안경의 수정된 모노비전 처방(0.09±0.12 및 7.49±1.52),
실내전용 누진가입도 안경(0.18±0.15 및 3.95±2.24) 순으로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중간거리와 근거리의 시력과 만족도는 실내전용 누진가입도 안경(-0.16±0.10과
0.00±0.11

및

9.49±0.93과

9.32±1.11)과

수정된

모노비전

처방안경(-0.14±0.10과

0.03±0.11 및 8.95±1.10과 8.54±1.17)이 누진가입도 안경(-0.03±0.15와 0.16±0.14 및
4.35±2.28과 3.38±1.7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원거리 입체시는 세 가지 안경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 근거리 입체시는 실내전용 누진가입도 안경과 수정된 실내전용 누진가입
도 안경이 누진가입도 안경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원거리와 근거리의 수직·수평 사위는 세
가지 안경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노안의 중간거리와 근거리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실내전용 누진가입도 렌즈의 모노비
전 처방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안경처방의 임상 활용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E-mail : kcmah@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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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4

청광차단렌즈의 성능분석
이항석1), 마기중2)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대전1),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성남2)

목적: 청광차단렌즈의 광학적인 성능을 분석하고, 청광차단렌즈가 디스플레이의 색상 및 선명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시감투과율이 80 % 이상인 16종의 청광차단렌즈를 대상으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청
광투과율을 측정하였고, 카메라 화질 평가 장비를 이용하여 청광차단렌즈에 의한 LED 디스플
레이의 색재현성과 선명도의 변화를 휘도별(20 nit, 110 nit, 400 nit)로 측정하였다.

결과: 청광차단렌즈의 시감투과율과 청광투과율은 각각 92.91±4.60 %와 80.68±5.51 %이었
고, 시감투과율이 높을수록 청광투과율이 유의하게 높았다(r=0.433). 제조 방식별로 코팅렌즈
가 착색렌즈보다 시감투과율과 청광투과율이 높았으며, 시감투과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코팅렌즈는 시감투과율이 높을수록 청광투과율이 유의하게 높았고(r=0.714), 착색렌
즈는 시감투과율과 청광투과율이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청광차단렌즈에 의한 LED
디스플레이의 색재현성과 선명도의 변화는 시감투과율 및 청광투과율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
고, 디스플레이의 휘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청광차단렌즈는 휘도가 낮은 조건(20 nit, 110
nit)에서 색재현성과 선명도를 저하시키지만(2.34±1.50 %, 9.31±8.95 %) (1.65±2.14 %,
7.79±9.25 %), 휘도가 높은 조건(400 nit)에서 색재현성과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0.61±1.89 %, 2.26±7.79 %).

결론: 청광차단렌즈의 광학적인 성능과 특성을 확인하였고, 청광차단렌즈가 디스플레이의 색상
및 선명도에 미치는 영향이 휘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가 청광차단렌즈의 성능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mail : kcmah@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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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5

흡연이 조절력과 눈물막 안정성에 미치는 급성 및 만성효과
김연희 · 이군자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담배 성분의 니코틴은 체내 흡수 시 콜린성수용체와 결합하여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조절력과 눈물막에 미치는 만성효과(chronic
effect)와 급성효과(acute effect)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대 성인 남성 흡연자 25명 (20.88±2.12세)과 비흡연자 30명(23.43±1.90
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흡연자는 흡연 이력이 없으며, 흡연자는 1년 이상의 흡연 이력과 하
루 평균 10개비 이상의 흡연을 하고 있었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검사 시작 2시간 전부터 금연,
카페인(커피, 에너지드링크 포함) 섭취 및 음주를 금하도록 요청하였다. 급성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타르 6.0 ㎜, 니코틴 0.05 ㎎가 함유된 M 제품의 담배 1개비를 사용하여 흡연하도록
하고 흡연 전·후의 검사 값을 비교하였으며, 만성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의 흡연 전 상태를 비교하였다. 조절력 검사는 push-up 검사와 마이너스렌즈 부가법으로 실시
하였으며, 눈물막 안정성 검사는 TBUT(tear break-up time)검사를 이용하였다. 검사 값은
SPSS(versio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흡연 전의 우안, 좌안 및 양안의 조절력 각각은 14.40±3.35 D, 14.68±3.30 D,
19.51±7.17 D, 1개비 흡연 후에는 12.47±2.65 D, 12.93±5.28 D, 16.69±6.99 D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p=0.000, p=0.033, p=0.002). 마이너스렌즈 부가법으로 측정한 우안과 좌안의
조절력도 흡연 전 10.55±1.58 D, 10.39±1.75 D, 흡연 후 9.97±1.74 D, 9.75±1.75 D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p=0.000, p=0.001). TBUT 값은 흡연 전에는 6.70±3.76초, 흡연 후
4.45±1.73초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p=0.000). Push up 검사 및 마이너스렌즈
부가법으로 측정한 조절력 모두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BUT 값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흡연의 급성효과로 눈의 조절력이 감소되고 눈물막 안정성이 저하되었으나, 만성적인 영
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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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6

Thorington 시표와 Wesson 카드에 의한 근거리 사위검사 비교
김진영1), 이군자2)
김해대학교 안경광학과1),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2)

목적: 근거리에서 완전융합제거 사위 검사방법인 수정된 토링톤 시표(Modified Thorington
charts)와 일부융합제거 사위 검사방법인 웨슨 주시시차 카드(Wesson’s fixation disparity
card)를 이용하여 사위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방법: 경남 창원 소재의 대학생 중 시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전신질환이나, 안질환 등의 병력이
없으며, 고도원시 및 -6.00D 이상의 고도근시나 –4.00D의 고도난시를 제외한 87명(남 37명,
여 50명, 평균나이 21.94±2.94세)을 대상으로 ARK(Topcon)와 포롭터를 이용하여 시력검사를
하고 수정된 토링톤 시표와 Wesson disparity card를 이용하여 근거리 사위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대상자는

정시를

24명,

근시

63명으로

굴절이상은

구면굴절력은

우안

평균

–

3.20±1.67D이며, 원주굴절력은 –0.83±0.33D 이며, 좌안 평균 –2.93±1.67D이며, 원주굴절력
은 –0.98±0.79D 이다.
토링톤 시표에 의한 평균 사위 검사값은 -2.11±4.10△, Wesson 주시시차 카드로 검사한 평
균 사위도는 –2.76±4.03△로 양 검사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수정된 토링톤 시
표로 검사한 경우 외사위 59명으로 평균 –4.08±3.14△, 내사위 20명으로 2.86±2.41△, 정위
가 8명으로 나타났고, Wesson주시차 카드로 검사한 경우에는 외편위 54명으로 -5.77±3.11
△, 내편위 4명으로 2.62±1.49△, 정위 29명으로 나타나 두 검사 방법에서 내편위에서 차이가
없었으며(p<0.870), 외편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결론: 사위검사 방법 중 Wesson 주시시차 카드 검사와 수정된 Thorington 검사는 외편위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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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7

비정시 중노년층에서 동공크기와 굴절이상과의 관계
이용식1) · 김정미2) · 이군자1,2)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1) ·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2)

목 적 : 비정시 중노년층에서 조도에 따른 암소시(scotopic vision) 와 박명시(mesopic vision)
에서의 동공크기와 굴절이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방법 : 중노년의 비정시 성인 159명(평균연령: 57.67±7.56세, 범위: 40 ~ 69세, 남자 43명,
여자 116명)을 대상으로 Neuroptics VIP®200 Pupillometer를 이용하여 암소시(light off)와 저
박명시(0.3 lux) 및 고박명시(3 lux) 상태에서 동공크기를 측정하였다. 굴절검사는 조절마비제
를 사용하지 않은 현성굴절검사를 실시하여 측정한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측정실의 조도는 30
lux를 유지하였고, 주위 빛을 차단하기 위한 차폐기를 측정기에 장착한 후 측정하였다. 측정안
의 반대쪽 눈은 5 m 앞의 시표를 주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동공크기는 조도, 연령 및
굴절이상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결과 : 동공크기는 좌우안,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암소시의 동공크기는 40대 5.78±0.68
mm, 50대 5.31±0.74 mm, 60대 5.24±0.68 mm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p<0.05), 고박
명시의 동공크기는 40대 5.32±0.67 mm, 50대 4.88±0.82 mm, 60대 4.84±0.66 mm로 차이
가 있어(p<0.05) 40대에서 70대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동공크기가 작아졌다. 조도에 따라 40대
의 동공크기는 암소시 5.78±0.68 mm, 고박명시 5.32±0.67 mm(p<0.05), 50대의 동공크기는
암소시 5.31±0.74 mm, 고박명시 4.88±0.82 mm(p<0.05), 60대에서 암소시의 동공크기
5.24±0.68 mm, 고박명시의 경우 4.84±0.66 mm(p<0.05)로 모든 연령층에서 조도가 높아질
수록 동공크기는 작아졌다. 굴절이상도에 따라 정시군(89안), 근시군(142안), 원시군(87안)의
고박명시에 동공크기는 각각 4.90±0.71 mm, 4.97±0.77 mm, 4.96±0.71 mm로 차이가 없었
고(p=0.787), 암소시의 동공크기도 각각 5.29±0.70 mm, 5.46±0.77 mm, 5.30±0.67 mm로
차이가 없었다(p=0.165). 굴절이상의 종류와 동공크기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p>0.05), 근시군과 원시군의 동공크기는 모든 조도에서 근시도와 원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05).
결론 : 중노년층의 동공크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조도가 높을수록 동공이 작
아졌으며, 근시, 원시 및 정시군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굴절이상도에 따라서도 상관성이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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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8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눈물막 파괴시간에 관한 연구
이윤정1) · 김연희1) · 김정미2) · 이군자1,2)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1),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2)

목적 : 콘택트렌즈 착용자와 미착용자의 눈물막 파괴시간을 여러 눈물막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방법 : 안질환이 없는 건강한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콘택트렌즈를

착

용하고 있는 116안(58명, 콘택트렌즈 착용군)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으로 정상인 112안
(56명, 정상 대조군)을 포함하여 총 228안(114명)의 눈물막 파괴시간을 측정하였다. 침습성 눈
물막파괴시간(Fluorescien Tear break up time, FTBUT)은 플루레신 염료 4.5 ㎕가 포함된 용
지(Haag-Streit Strips, Haag-Streit, USA)를 사용하여 점안 후 최초의 검은 점이 보이는 시간
을

측정하였으며,

비침습성

눈물막파괴시간(non-invasive

break

up

time,

NIBUT)은

Keratograph 5M(K5M), (Oculus, Germany), Wavefront Analyzer(KR-1W, Topcon, Japan),

Autorefractive keratometry(ARK, KR-8800, Topcon, 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방법은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 FTBUT 측정값은 콘택트렌즈 착용군 4.74±1.606초, 정상군 5.14±1.914 초로 나타났으
며,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108). ARK 측정값은 콘택트렌즈 착용군
8.28±3.871초, 정상군 9.17±5.023초로 나타났으며,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p=0.510). KR-1W 측정값은 콘택트렌즈 착용군 6.53±3.419초, 정상군 7.28±4.664초로 나
타났으며,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289). K5M 측정값은 콘택트렌즈 착
용군 9.29±4.185 초, 정상 대조군 11.48±5.537 초로 나타났고, 콘택트렌즈 착용군은 정상군
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4).

결론 : 콘택트렌즈 착용군과 대조군의 FTBUT 값과 ARK, KR-1W로 측정한 NIBUT값은 차이가
없었고 K5M으로 측정한 NIBUT 값에서만 콘택트렌즈 착용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여, 콘택트렌
즈 착용자의 눈물막 안정성이 미착용자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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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9

멀티포컬 소프트렌즈 착용이 20대 성인의 조절력과 조절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장효승1), 노정석1), 이윤정2), 이군자1,2)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1),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2)

목적 : 중등도 가입도의 멀티포컬 소프트렌즈(멀티포컬렌즈) 착용이 20대 젊은 성인의 조절기
능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 안질환이 없고 굴절교정수술을 받지 않았으며, 굴절이상도가 구면굴절력은 0.00 ~
-7.00 D, 원주굴절력은 –0.50 D 이하인 20대 대학생 총 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초점 콘
택트렌즈(단초점렌즈) 도수는 굴절검사값을 기준으로 결정하였고, 멀티포컬렌즈는 동일한 도수
의 중등도 가입도(Med add, 평균 +2.00 D)의 렌즈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콘택트렌즈를 착용
하고 30분 동안 스마트폰 게임을 하도록 하여 조절부담을 유도한 후 조절력은 push-up 방법
으로, 조절용이성은 ±2.00 D 플리퍼(flipper)를 이용하여,

조절자극-조절반응 검사는 개방형

자동굴절계(NVision K 5001)을 사용하여 40 cm 거리에서 측정하였으며, 모든 검사는 근거리
작업 전과 후에 측정하였다. 멀티포컬렌즈 착용 시에는 일주일의 적응기간이 지난 후 검사하였
다. 통계처리는 SPSS(version 20.0)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로 하였다.
결과 : 근거리 작업 전, 단초점렌즈를 착용하고 근거리 작업 후, 멀티포컬렌즈를 착용하고 근
거리 작업 후의 조절력은 각각 11.04±1.46 D, 9.86±1.69 D, 11.3±2.01 D로 단초점렌즈 착
용 시에는 감소하였고(p=0.001), 멀티포컬렌즈 착용 시에는 차이가 없었다. 폭주근점은 각각
6.38±0.91 cm, 7.57±1.14 cm, 6.62±1.18 cm로 단초점렌즈 착용 시에는 증가하였고
(p=0.001), 멀티포컬렌즈 착용 시에는 차이가 없었다. 양안의 조절용이성은 각각 15.16±3.03
cpm, 13.23±2.38 cpm, 14.1±1.95 cpm으로 단초점렌즈 착용 시에는 감소하였고(p=0.009),
멀티포컬렌즈 착용 시에는 평균값은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버전스 용이성은
17.06±2.79 cpm, 15.42±2.13 cpm, 16.58±2.29으로 단초점렌즈 착용 시에는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나(p=0.027), 멀티포컬렌즈 착용 시에는 차이가 없었다. 40cm에서 측정한 조절반응은
1.37±0.26 D, 1.0±0.40 D, 1.96 ±0.39 D로 단초점렌즈 착용 시에는

감소하였으나

(p=0.001), 멀티포컬렌즈 착용 시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0).
결론 : 젊은 성인에서 중등도 가입도의 멀티포컬렌즈 착용은 근거리 작업에 의한 조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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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0

측정방식이 다른 자동굴절계의 각막곡률 측정값 분석
한덕규1), 김정미2), 이군자1,2)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1),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2)

목적: 자동굴절계 KR-8100P, Nvision K-5001, KR-1W로 측정한 각막곡률측정값(K값)을 비교
하고 각 기기의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와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방법: 근시성 난시안 51명(102안, 23.88±2.66세)을 대상으로 내부형 자동굴절계(KR-8100P,
Topcon, Japan), 개방형 자동굴절계(Nvision K-5001, Shin-Nippon, Japan), 파면수차계
(KR-1W, Topcon, Japan)를 이용하여 각막곡률을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각막곡률측정값
의 신뢰도는 자동굴절계의 측정이 끝난 후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측정하여 분석하였고,
측정값의 정확도는 각막지형도를 측정할 수 있는 KR-1W 각막곡률 측정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기에서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결과: KR-8100P와 Nvision K-5001의 각막곡률 측정값 차이는 각각 –0.17 D, -0.24 D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 p=0.00), KR-8100P와 KR-1W의 차이값은 각각 –0.01 D, -0.05
D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p=0.46, p=0.07), Nvision K-5001과 KR-1W의 차이값은 각각
0.16 D, 0.18 D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p=0.00).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각 자동굴절
계의 측정값과 재 측정값을 비교하였을 때 수평 및 수직 각막곡률 측정값은 차이가 없었고
(p>0.05), 측정범위에 따른 차이값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자동굴절계에서 수평 및 수직 각막곡
률 측정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KR-1W 측정값을 기준으로 분석한 수평, 수직 방
향의 각막곡률 측정값 정확도는 KR-8100P는 0.392, 0.672, Nvision K-5001은 0.646, 0.745
로 나타났다.

결론: 측정방식이 다른 자동굴절계의 각막곡률 측정값은 개방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나 0.25 D 이하로 적었고, 수평 및 수직 각막곡률 측정값 정확도는 KR-8100P가 Nvision
K-500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측정방식이 다른 자동굴절계의 각막곡률 측정값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동굴절계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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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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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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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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