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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대한시과학회 회원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더 바쁜 나날을 보내실 여러분들에게
올 한해도 끊임없이 베풀어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단풍이 눈부신 이 좋은 계절에 회원여러분들이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다시 만나 우리 학문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논
의하고 고민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
니다. 언제나 학회의 든든한 지원자로 도와주시는 대한안경사협회
와 안경관련 산업체와 멋진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주신 국제대학
교 장병집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시과학회 회원을 위하여 특별강연을 해주
시는 Lewiss 박사님과 Lakshmi 검안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대한시과학회와 한국안광학회가 공동으로 춘계학술대회를 주관하면서 풍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학회는 힘을 합쳐 우리나라 옵토메트리 분야의 발전
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따라서 내년 2018년도에도 춘계학술대회는
공동학술대회로 진행되고 추계학술대회는 양 학회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춘계학술대회가 양 학회 공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회원 여러분
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대한시과학회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
입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연구에 대한 학술발표
뿐 만 아니라 특별히 호주의 Lewis 박사님과 인도의 Lakshmi 검안사님을 모시고
“각막생리”와 “원추각막환자용 콘택트렌즈”에 관한 특별강연을 듣는 기회를 마련
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강연과 학술발표는 최근의 연구경향과 새로
운 지식을 공유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된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연구 분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학회지에 발표되는 논문들 시과학 분야의
학문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과학분야, 생
명과학분야 그리고 수학/통계학적 지식을 시과학 분야에 도입하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대한시과학회지가 더 우수한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임원진들과 힘을 합쳐 최선의 노
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회원 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하시어 많은 격려와 성원 보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연구 발표와 연구 논문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학술대회와 총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
며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학문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8일
대한시과학회 회장 이 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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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시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대한시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이 오는 듯 하더니 벌써 낙엽이 거리를 덮고 찬 기운이 느
껴지는 것이 살짝 웅크려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여기 새롭게 출
발하는 국제대학교에서 대한시과학회의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
게 되어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앞으로 우리 안경
광학과의 발전에 큰 주춧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고하신 대한시과학회 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존
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한시과학회는 이제 당당한 KCI 등재지로서 많은 연구
자들의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과 연구자
분들의 홈그라운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이군자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

중에도 참석해주신 대한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님과 협회 임원님, 학회준비로 엄청 바
쁘셨을 학회 임원님들께 고개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안경광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은 이제 42개로 줄고 신입생의 수도 줄어 매년 2,000여명의 신입생 입학과 안경사 면
허 취득자 1,500여명이 배출되면서 어느새 4만여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라
는 사회적 문제로 모든 대학들이 힘겨운 신입생 모집에 학과의 존폐를 걸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하고 외부로는 NCS를 기반으
로 하는 신 교육과정의 강압적 추진, 그리고 학과의 존폐를 위한 평가, 그리고 사회적
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불안감 등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최근에는 아직도 모
호한 안경사의 업무영역으로 제도적 혼란을 거듭하면서 업계 역시 매우 시끄러운 현
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위기는 기회다”라고 외치기에는 너무 힘겨움이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지키시는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자분들께서는 학술
대회를 통해 시과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안경사에게 있어 정제되고 정리된 학문적
고유영역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연구영역
의 확대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안경사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자부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특
별강연자로 강의를 준비해 주신 분들과 연구결과의 구연발표를 해주실 연구자 분들,
그리고 그 외 포스터 발표를 해주신 연구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대한시
과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 11. 18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장 김 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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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대한시과학회 2017년도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아울러 시과학과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대한시과학회 집행부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
합니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는 시과학 지식의 향상을 통해 학문적 연구를
촉진시키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동시에
국내 시과학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자리이
기도 합니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를 통해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뤄져 국·내외 학술지
식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대한시과
학회는 그간 학술 연구의 가치와 전문성을 높이며 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
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최신 연구 동향과 새로
운 지식 역시 안경업계 전반에 공유되어 학문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
니다.
아울러 대한안경사협회는 시과학회의 발전과 학술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
며, 시과학회 역시 안경사의 전문성 향상과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해 함께 동참해 주
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대한시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
늘을 계기로 대한시과학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대 한 안 경 사 협 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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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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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대한시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시과학산업
진흥원 원장 김원구입니다.
정유년도 이제 지나가고 무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쌀쌀
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시과학 분야의 건승과 발전을 위
해 2017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를 통해 대한시과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오
며 한국 안경 산업과 더불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
원합니다.
귀 학회는 시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에 있는 교수님들의 협력과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융합을 통해 학계의 이론적 정립, 임상평가 부분 등에서 수준 높은 연구 업적을 기록
해 왔습니다. 또한 격변하는 시대에 안경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임상자료
제공과 보건 의료 환경 개선에 힘쓰는 등 안경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귀 학회의 노력과 그
성과는 내수시장의 불황과 업계 경쟁 속에서 난관을 해쳐나갈 가능성을 타진해 가는
초석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시과학분야의 전문지식과
최신 동향을 공유하여 업계발전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안경 산업은 국내․외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내수불황의 대단히 어려운 여
건 속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전안법으로 인해 업계는 다시 한 번
고심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 (재)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는 수출다변
화를 위한 시장개척,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전안법에 대비한 KC인증기관 자격 취득 등 업계의 존속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
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어 그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 안경 산업은 안경사뿐만 아니라 디자인, 기술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고부가 가치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표준화 등 학계와 업계가 서로 협
력 체제를 갖추어야 할 분야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끊임없는 교류활동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의미에서 이번 추계학
술대회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를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안경광학과 교수님들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
키어 안경산업의 근간을 이루는데 큰 성과를 이루시기를 축원하오며, 귀 학회의 무궁
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017년 11월
(재)한국시과학산업진흥원
원장 김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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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시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시 간

강 연 제 목

11:00-13:00

포스터 발표 Ⅰ

12:30-13:00

등록

13:00-13:30

개회사

13:30-13:40

Coffee break

특별강연

연 사

사회: 전인철(동신대학교)

구연발표 (25분)

좌장: 박경희 (국제대학교)

질의응답 ( 5분)

1. The physiology of the cornea

Lewis Williams

13:40-14:40 2. Management of Keratoconnus with C3R and

Lakshmi Shinde

RGP lenses

14:40-14:50

Coffee break

구연발표 Ⅰ

1. 안경원 서비스스케이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고객

14:50-15:20

구연발표 (12분)

좌장: 문병연 (강원대학교)

질의응답 ( 3분)

심재후(동신대학교)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2. 근시안에서 조도 변화에 따른 동공중심 이동에 관한

권

혁(을지대학교)

연구

구연발표 Ⅱ

좌장: 신장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3. 정상안과 유발부등시안에서 양안시자극의 융합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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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특 별 강 연
Special Lecture

THE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7

Lecture -1

The physiology of the cornea
-

Lewis Williams -

Lewis WILLIAMS AQIT(Optom), MOptom. PhD
Director: Educ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tact Lens Educators (IACLE).
Sydney, AUSTRALIA
Lewis is an optometrist with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rom the
Queensland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of NSW (UNSW).

(now

QUT)

and

The

He also holds a PhD in corneal

physiology from UNSW.
Lewis is a member of a small team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educational materials as well as IACLE’s Fellowship Examination, the
only accreditation system for contact lens educators worldwide.

The IACLE

Accreditation exam is administered every 2 years.
Lewis’ professional interests include contact lenses, optics, general and clinical
photography, and the rôle of technology in education.

He has been involved in

contact lens education for more than 40 years and spent some 9 years in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ntact lens industry in various rôles (Manager of
Clinical and Professional Services, Regulatory Affairs Manager, and Customer
Services Manager).

He has been part of the IACLE team for more than 20 years.

His personal interests include photography, electronics, clocks and watches, and all
things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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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 2

Management of Keratoconnus with C3R and RGP lenses
-

Lakshmi Shinde -

Lakshmi Shinde graduated from Elite School of Optometry,
Chennai, India in 1991. Following graduation has worked
at the Contact Lens Department of L.V. Prasad Eye
Institute, Hyderabad, India. During her period with the
Institute she was associated with CL clinical research
studies. She also was a CL Consultant at the hospital.
She

completed

her

Masters

in

Optometry

(through

research) from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She has presented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etings and also
has a few publications in CL journals. Following her completion of Masters
she has been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tact Lens
Educators (IACLE) as a “Global Education Manager”.
Lakshmi achieved Fellowship of American Academy of Optometry (FAAO) in 2006
and Fellowship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tact Lens Educators (FIACLE) in
the year 2008. She is also associated with Brien Holden Vision Institute (BH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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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Ⅱ

구 연 발 표
Colloqu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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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1

안경원 서비스스케이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고객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심재후 · 유근창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를 통해 안경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안경원의 물
리적 환경(즉, 서비스스케이프)의 점검이라는 근본적인 진단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와 충성도를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고객의 다양성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방법: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서비스 스케이프의 5개 요인(심미성, 편리성, 청결성, 공간배치,
주변환경)이 각각 소비자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검안법의 차이
가 조절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검안법 차이에 대해서는 아이세이버 안경체인이
적용하는 검안법과 일반안경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연구모형과 4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일반안
경원 고객 100명과 아이세이버안경원의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 후 배포하였
다. 통계 분석은 spss24와 아모스 24를 활용하였다.
결과: 서비스스케이프의 5가지 요인 중 편리성이 소비자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안경원 서비스스케이프와 소비자 만족도 및 충성도 각각의 관계에서 검
안법 차이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기 다른 검안법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이
인지하는 안경원의 서비스스케이프 하위요인들에 대해서는 모든 요인에서 아이세이버안경원의
검안법을 제공받는 고객들이 더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미성과 주변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편리성이 소비자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안경원 경영자와 안경사들은 고객의 관점에서 이동 동선과 위치적 접근성, 안
내 자료의 위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기타 요인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서비스스케이프가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둔 것이며, 검안법은 비록 안경원의 경쟁력
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과관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안법의
차이가 안경원이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을 좀 더 나은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mail : gcryu@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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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2

근시안에서 조도 변화에 따른 동공중심 이동에 관한 연구
권 혁1,2) · 이군자1,2)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1),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rsity (SSCO)2)

목적: 근시안에서 조도 변화에 따른 동공크기와 동공 중심점 변화를 관찰하고, 동공크기 변화
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방법: 각막굴절교정술을 경험한 적이 없고 안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20명(평균 연령 23.90
± 2.28 세, 평균 등가구면굴절력 –3.09 ± 2.84 D, 40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실 조도 는
100 lux 상태에서 동공 크기와 동공중심 이동은 Wavefront Analyzer(KR-1W, Topcon, Japan)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기기에서 조정되는 암소시(scotopic condition), 명소시(photopic
condition) 상태에서 각각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측정값은 SPSS(versio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도와 굴절이상도(근시도)에 따른 동공크기와 동공중심 이동량을 비교하
고,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조도에 따라 동공크기는 명소시 상태에서 4.64±0.73 mm, 암소시 상태에서 6.55±0.67
mm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근시도에 따른 동공크기는 암소시 상태에서는 근시도에
따라 상관성이 없었지만(p=0.063), 명소시 상태에서는 근시도가 증가할수록 동공크기는 유의
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3). 동공중심 이탈 정도는 명소시 상태에서 0.34±0.18 mm,
암소시 상태에서 0.28±0.15 mm로 조도가 높으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7). 근시도에
따른 동공중심 이탈 정도는 암소시 상태에서는 근시도에 따라 상관성이 없었지만(p=0.108),
명소시 상태에서는 근시도가 증가할수록 동공중심 이탈 정도는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
다.(p=0.011 r=-0.367). 시력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명소시 상태에서 0.20 mm 이상,
암소시 상태에서 0.07 mm 이상) 동공 중심이 이탈된 대상자는 각각 75%, 90%로 나타났으며,
이탈 방향은 귀 쪽이 대상자의 60%, 코 쪽이 40%, 위쪽이 68.75% 아래쪽이 31.25%로 귀쪽
과 위쪽으로 이탈된 경우가 많았다.
결론: 조도가 높아질수록, 동공크기는 유의하게 감소하며, 동공 중심 이탈도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따라서 동공크기 변화에 따라 동공중심 이탈 정도가 변할 수 있으므로, 동공의존성 구조
를 갖는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동공중심 이동에 따른 시력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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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3

정상안과 유발부등시안에서 양안시자극의 융합과 억제 기능 비교
박혜주1) · 이승환2) · 이군자1)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1),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임상감정인지기능연구소2)

목적: 시자극에 대한 뇌의 융합과 억제 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안에 부등시를 유발시킨
후 뇌파 변화를 추적하여 양안 시자극의 융합과 억제기능의 메커니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양안의 시기능과 조절력이 정상이고 부등시 정도가 0.5 D 이하인 20대 성인남녀 15명을
대상으로 비우위안에 콘택트렌즈를 착용시켜 1 D와 2 D의 부등시를 유발시킨 후 양안상태에
서 뇌파검사를 진행하였다. 뇌파검사는 NeuroScan SynAmps 2(Compumedics, El Paso, TX,
USA)를 사용하여 모니터의 시자극을 주시한 상태에서 측정하였고, 시자극은 얼굴지각과 관련
한 인지적인 부분에서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neutral과 sad 감정을 나타내는 인물자극을
사용하였고, E-prime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뇌파는 –200 ms 부터 500 ms 까
지 기록하였고, 이 중 초기 시자극인 P100과 인지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N170의 amplitude와
latency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versio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하였
고 유의한 항목에 대해서는 Bonferroni를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초기 시자극인 P100 amplitude는 1D 유발부등시안과 2D 유발부등시안 사이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p=0.021), P100 latency는 정상안과 유발부등시안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F=0.091, p=0.914). 얼굴표정과 관련한 인지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N170 amplitude는 정상
안과 1D 유발부등시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384), 2D 유발부등시안은 정상안보다 유
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p=0.012), latency도 정상안이 1D, 2D 유발부등시안보다 유의하게 짧
게 나타났다(p=0.012, p= 0.008). 이 결과를 종합하면 1 D 유발부등시는 비우위안의 흐린 상
과 우위안의 선명한 상의 융합이 이루어져 초기 시자극을 약하게 받아들이고, 인지적인 부분에
서도 정상안과 차이가 없지만, 2D 유발부등시는 비우위안에 흐린 상을 융합하지 못하여 초기
시자극을 강하게 받아들여 P100 amplitude가 증가하고, 시자극을 융합하는 과정에서도 N170
의 amplitude가 낮고 latency는 길게 나타나 융합된 상의 인식이 정상안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
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 1D 유발부등시안은 시자극을 인지하여 융합하는 시간이 정상안보다 조금 길게 소요되지
만 양안 망막상의 융합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2D 유발부등시안은 비우위안의 흐린 상이
억제되어 초기 시자극을 강하게 받아들이지만 융합되지 못한 흐린 상을 인지하는 과정에서는
정상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감각성 융합과 억제 기능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임상에서 유발부등시 원리를 사용한 처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
대된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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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4

튜브형 눈물검사키트 개발 및 정확도 분석
박정은1) · 송인창2) · 정명진3) · 이군자1)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1), (주)오큐텍2),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3)

목적: 정확하고 신속하며 이물감이 적은 눈물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다양한 흡수제를 삽입하
여 튜브형 눈물검사키트를 제조한 후 검사키트의 재현성과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방법: 흡수성이 좋은 셀룰로오스(cellulose) 필터와 고흡수성폴리머(super absorbent polymer,
SAP)를 튜브에 삽입하여 두 종류의 튜브형 눈물검사키트(눈물검사키트-CEL과 눈물검사키트
-SAP)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눈물검사키트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키트의 흡수성을
평가하였고, 용액의 양과 흡수시간이 검사키트의 흡수된 길이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눈물검사키트-CEL과 눈물검사키트-SAP 모두 용액의 양과 흡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흡수된 길이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눈물검사키트-SAP는 하안검 메니스커스(meniscus) 눈물
양이 최대 1.5 ㎕ 이내에서만 유용한 결과를 보였고, 눈물검사키트-CEL은 2.0 ㎕ 이상의 눈물
양에 대해서도 유용한 결과를 보였다. 눈물검사키트-CEL과 눈물검사키트-SAP의 흡수길이는
모두 용액의 양(r=0.683, 0.705)과 시간(r=0.665, 0.530)에 따라 좋은 상관성을 보였고, 용액
의 양과 흡수시간에 따라 높은 설명력(R²=0.840, 0.776)을 보여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결론: 개발한 눈물검사키트-CEL과 눈물검사키트-SAP는 건성안 검사에 정확도가 높은 방법으
로 평가되었고, 눈물검사키트-CEL이 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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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5

운전용 기능성 안경렌즈 종류에 따른 시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고경호 ∙ 최민규 ∙ 전인철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국내에 유통 되고 있는 운전용 기능성 안경렌즈의 종류에 따른 명소시 및 암소시 상태에
서 시기능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전신질환 및 안질환 등의 과거와 현재 병력이 없고, 안과 관련 수술 경험이 없는 양안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30명(평균연령 25±2세)을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렌즈는 굴
절률이 1.60인 제작방식이 다른 기능성 운전용 렌즈(A렌즈, B렌즈, C렌즈) 3종과 일반렌즈(N
렌즈) 1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렌즈를 착용 상태에서 대비시력검사는 완전교정 상태에서 시
험테와 LCD 차트(피치나 PLC-2200 Wide)의 대비시력표를 이용하여 logMAR 시력을 측정하였
다. 대비 시력은 명소시와 암소시 상태에서 100%, 50%, 30%, 15%의 대비 환경에서 측정하
였고, 색각검사(Compact Magnetic Farnsworth Dichotomous D-15 배열검사) 및 자동차 전조
등을 이용한 시력회복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동일한 환경에서 각각의 기능성렌즈 착용 전후 만
족도를 조사하였다. 실험결과는 SPSS(Ver 22.0 for Windows, SPSS Inc, USA)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일원배치 분석(One-way ANOVA)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신뢰도 95%를 기준으로
p<0.05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3 종류 기능성 렌즈의 대비시력은 명소시 100%, 50%, 15%, 암소시 100%, 50%, 30%,
1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p<0.05), 명소시 30%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대비시력은 명소시 100%에서 C렌즈(logMAR 0.002), 50%에서 C렌즈(logMAR 0.005),
30%에서 B렌즈(logMAR 0.015), 15%에서 B렌즈(logMAR 0.05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암소
시 상태의 대비시력은 100%에서 B렌즈(logMAR 0.006), 50%에서 B렌즈(logMAR 0.009),
30%에서 C렌즈(logMAR 0.019), 15%에서 B렌즈(logMAR 0.05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명
도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명소시에서 B렌즈 > A렌즈 > C렌즈, 암소시에는 A렌즈 > B렌즈 >
C렌즈

순으로

나타났다.

D-15

검사에서는

A렌즈에서

가로지르는

선의

개수

평균은

6.05±1.75개이었고, N렌즈, B렌즈, C렌즈에서는 가로지르는 선의 개수은 0으로 동일하게 나
타났다. 시력회복시간은 명소시에서 C렌즈 > B렌즈 > A렌즈, 암소시에서 A렌즈 > C렌즈 > B
렌즈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결론: 운전용 안경렌즈는 일반 안경렌즈보다 대비시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력회복시간의 감소
로 인해 시인성 향상이 나타났다. 운전용 기능성 렌즈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대비시력 검사와
색각검사를 통해 상황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렌즈를 선택한다면 운전 시 시기능 저하로 인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mail :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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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

Analysis of corneal curvature radius in childhood myopia
Hye-Won Park1) · Tae-Hun Kim2,3)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angwon University1),
Dept. of Visual Optics,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Welfare, Baekseok University2)
Dept. of Visual Optics,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3)
Purpose: This study was to analyze refractive error and corneal curvature radius in
childhood myopia.
Methods: The average age of 9.92 ± 1.08 years Children 50 people(24 males and 26
females) were evaluated for refractive error with an automatic refractometer, Pentacam
was used to measure the corneal curvature radius.
Results: The mean total spherical diopter was -2.43 ± 1.39D and astigmatism diopter
was -0.75 ± 0.66D, horizontal radius of curvature was 7.88 ± 0.23mm, vertical radius
of curvature was 7.67 ± 0.23mm, corneal astigmatism -1.18 ± 0.56D, diameter was
11.75 ± 0.47mm, eccentricity was 0.55 ± 0.10.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spherical diopter(t=-0.357, p=0.722), corneal astigmatism
(t=1.410,

p=0.162),

eccentricity(t=0.627,

p=0.532)

in

male

and

female,

astigmatic

diopter(t=2.097, p=0.039), horizontal radius of curvature(t=2.397, p=0.018), vertical radius
of curvature(t=2.685, p=0.009), diameter(t=2.157, p=0.033)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spherical diopter(t=-0.952, p=0.343), astigmatism
diopter(t=1.260, p=0.211), horizontal radius of curvature (t=-0.596, p=0.553) vertical
radius of curvature(t=-0.495, p=0.621), corneal astigmatism(t=0.662, p=0.509), diameter
(t=-0.411, p=0.682), eccentricity (t=0.080, p=0.937) between in male and female.
Conclusions: Male and female were significant different astigmatism diopter, horizontal
radius of curvature, vertical radius of curvature, diameter in childhood myopia.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ight eye and left eye.

E-mail : hw02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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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

HEMA를 포함한 실리콘 하이드로젤 렌즈의 제조 및 물성 연구
정현모 · 이민제 · 성아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모노머의 실리콘 하이드로젤 렌즈 재료로서의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리콘
하이드로젤 기준시료에 HPMA를 비율별로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방법: 실리콘 및 DMA(N.N.Dimethylacrylamide), 교차결합제인 EDGMA 그리고 열 개시제를 기
본 조합으로 하여 혼합하였다. 또한 제조된 첨가제인 HPMA(Hydroxypropyl methacrylate)를
10%~50% 비율로 각각 첨가하여 열중합 하였다. 또한 물리적 특성인 산소투과율(DK) 그리고
함수율을 각각 측정한 후 분석 하였다.
결과: 제조된 실리콘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는 첨가제인 Hydroxypropylmethacrylate의 첨가 비
율이 증가할수록 DK 값이 37.15에서 22.2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첨가량이 30%
및 50%에서 급격하게 감소함을 보였다. 또한 HPMA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함수율이 41.81에
서 46.31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HPMA(Hydroxypropylmethacrylate)의 첨가는 콘택트렌즈의 함수율을 증
가시켜 적절한 비율로 첨가 시 고함수율 및 고산소투과율의 콘택트렌즈 소재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mail : say123s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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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

Polymerization and preparation of high Performance Ophthalmic
material Containing Carbon nanoparticles
Min-Jae Lee · Duck-Hyun Kim · Min-Jae Lee · A-Young Sung
Dep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produce the functional hydrogel ophthalmic
lens containing nanoparticles.
Methods: Carbon nanoparticles and PEGMEMA were used as additives for the basic
combination containing HEMA, MA, and MMA, and the material was copolymerized with
EGDMA as the cross-linking agent and AIBN as the initiator. The hydrogel lens was
produced by a cast-mold method, and the materials were thermally polymerized at 100°
C for an hour. The polymerized lens sample was hydrated in a 0.9% saline for 24 hours
before the opt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lens were measured.

Results: The refractive index, water content, contact angle, light transmittance, and
tensile strength were measured to evaluate the physical and 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hydrogel le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fractive index, water content, contact angle,
UV-B light transmittance, UV-A light transmittance, visible light transmittance and tensile
strength of the hydrogel lens polymer was 1.4019~1.4281, 43.05~51.18%, 31.95~68.61°,
21.69~58.11%, 35.59~84.26%, 45.85~88.06% and 0.0657~0.1649kgf, respectively. It
showed an increase of refractive index and tensile strength while decreased in contact
angle and light transmittance.

Conclusions: This material can be used for ophthalmic lenses with high performance of
wettability, ultraviolet ray blocking effect, and tensile strength. Furthermore, the visible
light transmissibilit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PEG 10%.

E-mail : say123s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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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4

강도가 향상된 소프트 콘택트렌즈 소재에 관한 연구
최연수 · 김득현 · 성아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콘택트렌즈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Isoma(2-lsocyanatoethyl

methacrylate)를 기존의 소프트 콘택트렌즈 재료에 첨가하여 렌즈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 및 분
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Isoma(2-lsocyanatoethyl methacrylate)를 첨가제로 사용하여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주재
료인 HEMA와 개시제인 AIBN 및 교차결합제인 EGDMA를 기본조합을 제조하였다. 또한
Isoma를 1%, 5%, 10%의 비율로 첨가하여 100°C에서 1시간 열 중합하여 렌즈를 성형하였다.
제조된 시료의 인장 및 파단강도를 각각 측정한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함수율 측정결과, 첨가제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39.34~27.47%를 나타내었다. 파단강
도 측정결과 Ref의 경우 0.12459, Isoma(2-lsocyanatoethyl methacrylate)를 1% 첨가한 경우
0.19394, 5%의 경우 0.33358 그리고 10%의 경우 0.76434로 나타나 첨가제의 비율이 증가할
수록 파단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론: 본 실험결과로 볼 때 Isoma(2-lsocyanatoethyl methacrylate)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고
강도의 특징을 나타내어 고기능성 소프트콘택트렌즈 소재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mail : say123s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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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5

광중합을 통한 안의료용 콘택트렌즈 제조 및 물성 연구
석재욱 · 김득현 · 성아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광개시제 및 광촉매제를 사용하여 460nm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중합한 콘택
트렌즈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 물질들의 콘택트렌즈 재료로서의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방법:

고분자의

중합은

2-hydroxy

ethyl

methacrylate(HEMA),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EGDMA)를 기본조합으로 하였으며, 개시제로 azobisisobutyronitrile(AIBN)를 사
용하였다. 그리고 광중합을 위하여 광촉매제 및 광개시제를 1%, 3% 각각 첨가하였다. 제조된
시료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460nm의 가시광선영역에서 2분, 3분, 4분, 5분
으로 구분하여 광중합 하였고, 각각 광투과율, 굴절률, 함수율을 각각 측정하였다. 또한, 수화
1일후. 3일 후, 6일 후에 따른 물성변화를 각각 측정하였다.
결과: 열중합한 렌즈의 경우, 수화 1일 후, 3일 후, 6일 후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광투과율은
83.55~90.72%, 굴절률은 1.4421~1.4433, 함수율은 38.16~39.62%로 나타났다. 또한 2분 광
중합한 렌즈의 경우, 가시광선 영역의 광투과율은 90.79~91.09%, 굴절률은 1.4353~1.4398,
함수율은

35.11~37.60%로

나타났으며,

3분

광중합한

렌즈의

경우,

광투과율은

84.73~89.45%, 굴절률은 1.4391~1.4414, 함수율은 36.26~37.15%로 나타났다. 4분 광중합
한

렌즈의

경우,

광투과율은

90.86~92.35%,

굴절률은

1.4410~1.4439,

함수율은

37.61~39.83%로 나타났다. 그리고 5분 광중합한 렌즈의 경우, 광투과율은 90.42~91.16%,
굴절률은 1,4391~1.4421, 함수율은 37.46~39.21%로 나타났다. 물리적 특성 측정 결과, 중합
시간에 따라 함수율과 굴절률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광투과율의 경우 중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량의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중합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광촉매제 및 광개시제를 첨가하여 광중합한 렌즈는 콘택트렌즈의 기본적
인 물성을 만족시키고, 중합시간이 증가할수록 물리적 특성의 변화가 감소되므로, 콘택트렌즈
의 소재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mail : say123s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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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6

상온중합 방법을 사용한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제조 및 물성 연구
신수미 · 김득현 · 이민제 · 성아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제조를 위해 상온중합과 열중합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제
조된 콘택트렌즈의 물성을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HEMA(2-hydroxyethyl methacrylate)와 증류수 그리고 개시제 및 촉매제를 혼합하여 기
본 조합으로 하였으며 1-vinylimidazole를 첨가제로 사용하여 상온중합 하였다. 또한 개시제인
AIBN(azobisisobutyronitrile), 가교제인 EGDMA(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를 사용하여
열중합 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젤 렌즈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함수율, 굴절률, 분광
투과율, 인장강도 및 파단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결과: 제조된 고분자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 상온중합과 열중합을 비교하였을 때 열중
합이 상온중합에 비해 함수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자외선 영역에서 낮은 투과율을 보여 다소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합 모두 첨가제인 1-vinylimidazole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함수
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장강도의 경우 0.1687에서 0.1215kgf/mm2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상온중합으로 콘택트렌즈 제조한 결과, 열중합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어 하이드로젤 렌즈의 중합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mail : say123s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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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7

실리콘 아크릴레이트 및 Tris를 포함한 고기능 콘택트렌즈 소재의 물성 연구
여택기 · 이민제 · 성아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실리콘하이드로젤 렌즈의 제조를 위해 합성한 실리콘 아크릴레이트와
3-(ethacryolyloxy)

propyltris(trimethylsiloxy)

siliane,

DMA(N,N

–

Dimethyl acrylamide),

HEMA(2-hydroxyethyl methacrylate) 및 HPMA(Hydroxy propyl metha crylate)를 기본조합으
로 하고 viny pyrrolidone계를 첨가제로 하여 콘택트소재를 중합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propyltris(trimethylsiloxy) siliane,
EGDMA(ethylene

glycol

합성된

실리콘

DMA(N,N

아크릴레이트,

3-(ethacryolyloxy)

– Dimethyl acrylamide)와

dimethacrylate)를

HEMA(2-hydroxyethyl

HPMA(Hydroxy propyl metha crylate)와 혼합 한 후 viny pyrrolidone계를

액상개시제

및

methacrylate),
첨가하여 실리콘하

이드로젤 렌즈를 제조하였다. 열중합 조건으로는 교반된 단량체를 캐스팅 몰딩 방법을 사용하
여 130°에서 약 2시간 열처리 공정을 거쳐 중합하였다.
결과: 실험에 사용된 실리콘을 포함한 HEMA(2-hydroxyethyl methacrylate) 조합의 경우 열중
합이 진행 되지 않았으며 실험에 사용된 실리콘을 포함한 HPMA(Hydroxy propyl metha
crylate) 조합의 경우, 제조된 렌즈의

굴절률은 1.3352, 광투과율의 경우 UV-B, UV-A, 가시

광선영역에서 각각 41.83%, 78.25%, 89.89%로 나타났다. 함수율은 약 63%로 측정되었다. 또
한 산소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30~40 Dk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결론: 실험에 사용된 소재를 통해 실리콘하이드로젤 렌즈를 제조한 결과 고함수율 및 고산소투
과도의 물성을 나타내어 고기능성 하이드로젤 렌즈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mail : say123s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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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8

동시보기 멀티포컬 콘택트렌즈의 가입도에 따른 시기능의 변화
서채연 · 유근창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단초점 콘택트렌즈와 각기 다른 가입도를 가진 중심부 근용 동시보기 디
자인의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근거리에서 조절을 유도하여 멀티포컬 콘택트렌즈의
가입도에 따른 시기능의 변화를 비교하여 기능성렌즈로 처방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목적과 방법에 동의한 20-30대 성인 남녀 20명(40안)을 대
상으로 하였다. 구면 굴절이상이 –0.50∼-9.00D 이하, 원주 굴절이상이 –1.00D 미만이며, 양
안 교정시력이 LogMAR 시표 0.00이상인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들은 총 4회 방문하였고, 첫 방문 때 문진 및 시력검사, 시기능 검사 등을 실시한 후 단초점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다. 두 번째 방문 때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Low, 세 번째 방문 때 Mid,
네 번째 방문 때 High를 착용하였다. 매 방문 때마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20분의 안정화
시간을 가진 후 양안 원근시력과 양안 원근 대비시력을 실시하였다. 조절 부담을 유도하기 위
해 대상자들은 40cm에서 1시간 동안 휴대폰(4.7inch)으로 자막이 있는 영상을 시청하였다. 영
상을 시청한 후 MEM과 원근시력, 원근 대비시력, 선명시역, 단안 및 양안 조절근점, 폭주근점,
단안 및 양안 조절용이성, 입체시 검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 렌즈를 착용 후 자각적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결과: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과 후의 원근시력과 원근 대비시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안 원거리 시력은 단초점렌즈와 Low에서 –0.08±0.06과 –
0.04±0.09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Mid와 High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초점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때(+0.68D±0.15)보다

가입도가

HIGH(+1.56±0.22)로

증가하면서

MEM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단안 및 양안 조절근점은 단초점렌즈에서 가장 길고,
멀티포컬 Low, Mid, High로 갈수록 짧아졌다. 선명시역과 폭주근점, 입체시는 4 종류의 렌즈
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단안 및 양안 조절용이성은 단초점렌즈
에서 가장 높았지만, Low와 Mid, High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각적 만족도
평가 결과, 원거리 위주의 문항에서는 단초점렌즈가 만족도가 높았으며, 근거리 위주의 문항에
서는 Low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났다. 반면에, Mid와 High에서는 원거리와 근거리 관련
문항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시보기 디자인의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는 중심부 근용 디자인으로
Low에서 Mid, High로 갈수록 조절래그(accommodation lag)가 증가하였지만, 자각적 만족도
조사에서는 Low에서 근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점을 고려했을 때 기능성렌
즈로서 처방시 높은 가입도 보다는 멀티포컬 Low로 처방시 더 편안함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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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9

항산화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 개발에 관한 연구
임화림1) · 김혜림1) · 김호중2) · 전진1)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1), 조선대학교 화학과2)

목적: Hyaluronic acid(HA)와 dopamine(DP)을 활용한 항산화 기능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
(HCL)를 개발하고자 한다.
방법: 실험실에서 제조한 HCL에 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IPN) 방법을 이용하여 분자
량이 다른 두 종류의 HA(J&D CHEM, 10kDa(HCL-HA10), 100kDa(HCL-HA100))를 각각 첨가
시켰다. HA가 첨가된 HCL렌즈(HCL-HA)에 일정량의 dopamine(DP, Sigma Aldrich)을 첨가한
후

4℃

진탕기에서

3일간

흔들어주며

유지하였다.

광투과율은

UV-Visible

spectrophotometer(SHIMADZU, UV-165 PC)를 이용하여 300~800 nm 범위에서 측정하였으
며, 함수율은 0.9% NaCl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여 gravimetric method로 측정하였다. 렌즈에
결합된

DP는

298nm에서

UV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렌즈의

항산화

효과는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radical 소거능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광투과율은 HCL과 HA가 첨가된 렌즈(HA10, HA100) 모두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함수율은 HCL에서 45%로 나타났으며, HA가 첨가된 렌즈에서는 HCL보다 모두 5% 이상 증가
하였다. 렌즈 표면에 결합된 DP의 양은 HCL-HA10-DP과 HCL-HA100-DP에서 0.056, 0.082
mmol/cm2 이었다. 항산화 효과는 HCL과 DP 첨가 전인 HCL-HA 렌즈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
다. 반면, DP가 첨가된 HCL-HA10-DP과 HCL-HA100-DP 렌즈에서는 41.10%와 57.21%로
각각 나타나 매우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HCL)에 고분자인 HA를 첨가한 후에도 90% 이상의 광투과율을
나타낸 것은 IPN 방법이 고분자 첨가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첨가된 HA에 포함
된 다수의 비이온성 하이드록실기(hydroxyl group)에 의해 콘택트렌즈의 함수율이 증가한 것으
로 생각된다. 도파민이 결합된 콘택트렌즈에서 높은 항산화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HA와
아마이드(amide) 결합이 더 많이 일어나는 HCL-HA100-DP에서 더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
낸 것으로 생각된다.

E-mail : jjlovehl@naver.com, gpfa04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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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0

Analysis of Oxygen Permeability of Contact Lens Containing
DPDMS(polydimethylsiloxane dimethacrylate modified)
Dong-Hyun Kim · Tae-Hun Kim
Dept. of Visual Optics,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DPDMS on the oxygen permeability of
contact lenses.
Methods: The functional silicone monomers MPDMS [poly (dimethylsiloxane) methacrylate
modified] were used and the hydrophilic monomers amino substituted methacrylate and
HEMA (2-Hydroxyethyl methacrylate) were polymerized in proportions.
Results: Oxgen transmissibility was measured in the range of 8.158 to 20.389 x 10-9
(cm/sec)( mlO2/ml x mmHg), and the oxygen permeability was measured in the range of
37.511 to 75.691 x 10-11(cm2/sec)(mlO2/ml x mmHg). As the addition ratio of MPDMS
increased, the oxygen permeability increased.
Conclusions: MPDMS is considered to be useful as a highly oxygen permeable contact
lens material.

E-mail : kikakiku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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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1

Contact Lenses Effect of Carboxylated SWNT on Physical Properties
of Contact Lens
Dong-Hyun Kim · Tae-Hun Kim
Dept. of Visual Optics,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boxylated SWNT
(Carbon nanotube, single-walled)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contact lenses.
Methods: One of the samples that were used in the experiment contained HEMA, MMA,
NVP, and EGDMA as the basic combination, and was referred to as the reference
sample. The samples consisting of 0.09% carboxylated SWNT added to the reference
sample were referred to as the Ref.Cn sample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ontact
lens were evaluated by measuring water content, refractive index and tensile strength.
Results: The water content of the prepared contact lens was measured as 38.54 ~
39.94%, and the refractive index was measured as 1.4328 ~ 1.4330. The tensile
strength of contact lenses with carboxylated SWNT were measured at 0.3177 to 0.3333
kfg.
Conclusions: Carboxylated SWNT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in water content and
refractive index but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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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2

Polymerization of High Wettability Contact lenses with Pyrrolidone
group
Dong-Hyun Kim · Tae-Hun Kim
Dept. of Visual Optics,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olymerize high wettability contact lenses
using pyrrolidone group.
Methods: Amino substituted methacrylate, MMA (Methyl methacrylate), MAA (Methacrylic
acid) and HPMA (Hydroxypropyl methacrylate) were polymerized in proportions and
pyrrolidone group was added for surface modification.
Results: As a result, the contact angle was measured in the range of 48.72 ~ 65.32°,
and the contact angle decreased as the amount of pyrrolidone group was increased.
Conclusions: Pyrrolidone group could be used as a material for improving the wettability
of contact lens surface.

E-mail : kikakiku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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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3

Recognition investigation of ultraviolet blocking contact lenses of
domestic hydrogel contact lens wearers
Da-Yeon Lee1) · Tae-Hun Kim1,2)
Dept. of Visual Optics,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Welfare, Baekseok University1)
Dept. of Visual Optics, Baekseok University2)

Purpose: Recently, The need for ultraviolet blocking contact lenses has increas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of ultraviolet blocking contact lenses for domestic
hydrogel contact lens wearers.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57 adults who were wearing
domestic hydrogel contact lenses and result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crossover analysis using SPSS 23.0.
Results: The result of recognition of ultraviolet blocking contact lenses 77.4% (199
persons) of respondents who did not know it and 22.6% (58 persons) who know it was
investigated. the result of the importance of contact lenses ultraviolet blocking was very
important 16.7% (43 persons), important 40.9% (105 persons), usually 27.6% (71
persons), not important 12.5% (32 persons), not very important 2.3% (6 persons). the
result of a method for protecting the eyes from ultraviolet rays was sunglasses 52.5%
(135 persons), don't do anything 42.4% (109 persons), ultraviolet blocking eyeglasses
3.1% (8 persons), ultraviolet blocking contact lenses 1.9% (5 persons). result of the
contact lens product manual confirmation was 82.5% (212 persons) of respondents who
did not confirm were the highest respondents and

17.5% (45 persons) of respondents

who confirm.
Conclusions: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very unaware of ultraviolet blocking contact
lenses. the rate of wearing ultraviolet blocking contact lenses for protecting the eyes
from ultraviolet rays was also low and many respondents did not check contact lens
product manuals.

E-mail : kth@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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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4

The Reliability of Auto-refractometery after LASEK Surgery
Seung-Woo Lee · Ill-Woo Bae · Ki-Seok Lee · Mi-A Jung · Hae-Jung Lee
Dept. of Optometry,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Purpose: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auto-refractometry compared to retinoscopy to
correct the refractive errors which progressed the regressive myopia after LASEK surgery.
Methods: Ten subjects(20 eyes, male: 2prs, female: 8 prs) aged 24.35±1.81 years who
had LASEK surgery and became naked vision of 1.0 were recruited. In three months
after the surgery, we measured the refractive errors using the auto-refractometer(Canon
RK-F1, Japan) and retinoscope.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ethods,
we compared spherical(S), cylinderical(C) and spherical equivalent(SE) refractive errors
and then statistically analysed them by SPSS 22.
Results: The refractive errors of S, C and SE by the auto-refractometer and retinoscope
were 0.03±0.78D and 0.44±0.55D, –0.25±0.27D and 0.10±0.19D, –1.00±0.77D and
0.39±0.48D, respectively.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0.004, z=-2.90),
C(p=0.013, z=-2.50), and SE(p=0.001, z=-3.30).
Conclusion: It was shown that all of values measured by the auto-refractometer
generally tend to be myopic than that of retinoscope. It seems that the shape of cornea
changes from prolate to oblate type after LASEK surgery.

E-mail : hjlee@y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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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5

The effects of sleep of quality on dry eye syndrome
Hye-Won Park1) · Tae-Hun Kim2,3)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angwon University1),
Dept. of Visual Optics,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Welfare, Baekseok
University2),
Dept. of Visual Optics,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3)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 the effect of sleep of quality on dry eye syndrome.
Methods: The average age of 28.43 ± 7.78 years total 365 people(97 males and 268
females) subjective sleep of quality PSQI questionnaire and the degree of dry eye
syndrome OSDI questionnaire were used to measure. The higher the measurement score
was not good quality.
Results: The total mean PSQI for sleep of quality was 11.81 ± 7.01, The total mean
OSDI for dry eye was 36.70 ± 20.90. The quality of sleep was not good, it appeared
severe dry eye syndrome, it appeared statistically significant(F=78.801, p=0.000).
Conclusions: The quality of sleep was not good eye become dry, sufficient sleep is
needed because the quality of sleep can affect dry eye syndrome.

E-mail : hw02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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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6

Howell phoria card 검사에서 회선사위에 따른 분리프리즘이
수평사위량에 미치는 영향
오광근 · 김상엽 · 조현국 · 문병연 · 유동식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회선사위가 존재할 때, 분리 프리즘이 수평사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 전신질환, 이전의 안구 수술 및 약물 복용이 없는 평균 연령 22.70±2.37세의
30명을 대상으로 자각적 굴절검사와 Double maddox rod 검사로 회선사위의 유무, 회선의 방
향을 확인하였다. 좌안에 6, 8, 10 △ BU을 무작위 순서로 가입하여 Howell phoria card 검사
를 각각 3회 실시하였다.
결과: 회선사위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Howell phoria card 검사의 근거리에서 BU 분
리 프리즘에 따른 수평사위량은 회선사위가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p=0.031), 원거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회선사위의 유형(외회선사위, 내회
선사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에서 좌안 외회선사위(우안 내회선사
위) 그룹이 우안 외회선사위(좌안 내회선사위) 그룹보다 평균 수평사위량이 더 적었다(원거리
p<0.001, 근거리 p=0.004).
결론: 좌안 외회선사위 그룹이 내회선사위 그룹보다 평균 수평사위량(외사위)이 감소하였다. 따
라서 Howell phoria card 검사에서 회선사위가 있는 경우 분리 프리즘이 수평사위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분리 프리즘의 위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mail : yds@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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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7

20대의 비중년안과 50대의 중년안의 일과 전․후 폭주근점 및
최대조절력 변화
정연홍 · 오동현 · 이채휘 · 신혜원 · 이정연 · 정예울 · 김지원 · 강현구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20대의 비중년안과 50대의 중년안의 일과 전∙후 폭주근점과 최대조절력의 변화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이 없는 20대(20.07 ± 0.57 세) 비중년안 15명과 50대(52.83 ± 4.43 세) 중년안
15명을 대상으로 일상 환경의 조도(약 500 Lux)에서 오전 7~8시와 오후 7~8시에 각각 폭주
근점과 최대조절력을 측정하여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폭주근점은 폭주근점자를 이용하여 3회
반복하여 흐림/분리/회복점을 측정하였으며, 최대조절력은 Push-up 방법을 이용하여 우안/좌
안/양안의 조절력을 측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0을 사용하여 Paired t-test 방법으로 비
교 분석하였다.
결과: 폭주근점의 경우 50대 중년안에서 흐린점이 2.40±3.40 cm 증가하였으며(p=0.000), 분
리점은 0.88 ±2.11 cm(p=0.012), 회복점은 1.13±3.39 cm 증가하였다(p=0.044). 20대 비중
년안은 흐린점이 1.12±1.98 cm 증가하였으며(p=0.000), 분리점은 0.72±1.76 cm (p=0.009),
회복점은 0.46±3.03 cm (p=0.319) 증가하였다. 최대조절력의 경우 50대 중년안에서는 양안
에서

0.52±0.80

0.71±0.88

cm

감소하였으며(p=0.036),

cm(p=0.013)로

유의하게

우안

감소하였다.

0.65±0.96

하지만

20대

cm

(p=0.032),

비중년안의

경우

좌안
양안

0.24±3.65 cm 감소(p=0.800), 우안 0.36±3.55 cm 증가(p=0.732), 좌안 0.066±3.73 cm 감
소(p=0.947)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20대 비중년안의 경우 폭주근점은 일과 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대조절력의 경
우 유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50대 중년안의 경우에는 폭주근점과 최대조절력 모두 유
의한 변화를 보였으며 그 차이가 20대에 비해 조금 더 큰 경향을 볼 수 있었다.

E-mail : kang_hyung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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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8

중등도 근시의 초기성인에서 자각적 굴절검사와 개방형, 내부형
자동굴절검사의 측정값 비교
강현구 · 이다영 · 이현지 · 김슬기 · 이의선 · 이창배 · 이태호 · 전아라 · 정연홍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중등도 근시의 초기성인에서 자각적 굴검검사와 개방형, 내부형 자동굴절력계에 의한 측
정값을 비교하여 자동굴절력계의 성능과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 20세 이하(평균 18.94±0.54세)로 중등도 근시(–3.00D≤
S.E.<-7.00D) 이상의 초기성인 36안(남자 12명, 여자 6명)을 검사하였다. 자각식 굴절검사는
수동포롭터 BR-7(Shin-nippon)으로 측정하였고, 자동굴절검사는 개방형 자동굴절력계 Nvision
K-5001(Shin-nippon)과 내부형 자동굴절력계 KR-800(Topcon)으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측정값은 구면굴절력과 실린더굴절력, 축으로 표기하고 다시 Power vector
성분으로 SE(=Shp+Cyl/2), J0(=-Cyl/2․cos(2․Ax)), J45(=-Cyl/2․sin(2․Ax))로 나타내어 Paired
T-tset와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3.0을 사용하였고, p<0.05인 경
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자각적

굴절검사와

개방형,

-4.50±1.28D, -4.67±1.40D이고

내부형

자동굴절력계에

의한

SE는

–4.37±1.04D,

J0는 –0.32±0.51D, 0.01±0.52D, -0.02±0.62D 그리고 J45

는 0.11±0.37D, 0.24±0.62D, 0.09±0.54D로 나타났다. 자각적 굴절검사와 개방형 자동굴절
력계에 의한 상관관계는 SE 성분에서 관계식(상관계수) y=-1.01x+0.75(r=0.92, p=0.00), J0
성분은 y=-0.32x+0.13(r=0.14, p=0.43), J45 성분은 y=0.09x+0.07(r=0.12, p=0.47)이고 내부
형

자동굴절력계는

SE

성분이

y=-0.95x+0.73(r=0.98,

p=0.00),

J0

성분은

y=-0.32x+0.17(r=0.21, p=0.22) 그리고 J45 성분은 y=0.10x+0.05(r=0.08, p=0.65)였다. 연속
변수 비교는 자각적 굴절검사값을 기준으로 개방형 자동굴절력계와 차이값에서 SE, J0, J45 성
분이 각각 0.13±0.53(p=0.17), -0.33±0.68(p=0.01), -0.13±0.68(p=0.26)로 J0 성분은 유의
한 차이를 보였지만 SE, J45 성분은 차이가 없었다. 내부형 자동굴절력계는 SE, J0, J45 성분이
각각 0.30±0.42(p=0.00), -0.30±0.71(p=0.02), 0.02±0.63(p=0.88)로 J45 성분은 차이가 없
지만 SE, J0, 성분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결론: 제시된 분석자료는 임상에서 자동굴절력계를 이용하여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안경사에게
기기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mail : yhjeong@kook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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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9

19세 이하 한국인의 약시 유병률 추이
박일남 · 강주형 · 이기석 · 정미아 · 이혜정
여주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국내 총 인구수에 따른 약시 유병률 추이를 전체(폐용성) 약시자와 질병코드별 분류(박
탈성, 반사성, 사시성 및 상세불명)에 의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자의 연령은 19세 이하로 하였으며, 통계청에서 분류를 시작한 2006년부터 2015년
까지의 약시 진료 인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병률 계산은 통계청에서 보고한 전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체인구에 따른 약시자의 비율과 각 질병코드별 약시자의 비율로 하였다.
결과: 지난 10년 동안(2006년-2015년) 국내 0세부터 19세까지 평균 총 인구수는 10,597,400
±639,500(mean±SD)명

이었으며,

폐용성

약시자는

18,607.3±1,715명으로

유병률은

0.17±0.02%로 나타났다. 폐용성 약시자 중 각 질병코드별 비율을 살펴보면, 박탈성 약시
6.62 ± 1.93%, 반사성 약시 30.62 ± 2.65%, 사시성 약시 1.74 ± 0.52% 그리고 상세불명
의 약시 60.50% ± 3.86%로 상세불명의 약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론: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서 2015년까지 0 ~19세 연령군의 인구가 감소
함을 보였지만(2006년: 11471000명, 2015년: 9561000명), 약시의 유병률은 오히려 0.16%에
서 0.23%로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 hjlee@y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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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0

근시안에서 콘택트렌즈에 의한 굴절교정 후 수차 변화
임동규 · 이군자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근시안을 대상으로 콘택트렌즈에 의한 굴절교정 후, 조절자극에 따른 동공크기와 수차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각막굴절교정술을 경험한 적이 없고 안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51명(평균 연령 22.47
± 1.80 세, 평균 등가구면굴절력 –2.95 ± 1.72 D, 101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굴절이상은
콘택트렌즈로 교정하였다. 동공크기는 Digital Variable pupillometer (Vip™-200 pupillometer,
Neur optics, USA)를 이용하여 3.5 m와 25 cm 거리에 있는 물체를 각각 주시하도록 하고 기
기에서 조정되는 밝은 박명시(high mesopic condition, 3 lux) 상태에서 3회씩 측정하고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수차는 Wavefront Analyzer(KR-1W, Topcon, Japan)를 사용하여 동공크기
4 mm 영역에서 측정하였다. 검사 값은 SPSS(versio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콘택트렌즈로 굴절교정한 근시안에서 눈의 전체 고위수차, 4차 고위수차, 구면수차는 굴
절교정 전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1, p<0.001, p<0.001), 3차 고위수차, 코마
수차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23, p=0.019). 조절자극이 0 D일 때에는 굴절교정 전·후 동
공크기와 수차 변화량은 상관성이 없었지만(P>0.05), 조절자극이 4 D일 경우에는 굴절교정 후
의 동공크기는 굴절교정 전과 비교하여 감소하고, 축동이 많이 될수록 눈의 전체 고위수차, 4
차 고위수차, 구면수차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01, p<0.001, p<0.001), 눈의 3차 고위
수차와 코마수차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p=0.001).
결론: 굴절교정이 된 근시안의 경우 조절자극에 의해 동공크기는 교정 전보다 작아졌고, 이에
따라 눈의 전체 고위수차, 4차 고위수차, 구면수차는 감소하고, 3차 고위수차와 코마수차는 증
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동공의존성 구조를 갖는 비구면 멀티포컬콘택트렌즈 착용 후
나타나는 근거리 시력의 질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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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1

단안 백내장 수술로 유발된 부등시안의 시각적 불편감 해결을 위한
임상처방
정수민1,2) · 이군자1,2)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1),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rsity (SSCO)2)
목적: 단안 백내장 수술로 비수술안(우안)의 굴절이상도는 S –4.25D C –1.25D Axis 170, 수
술안(좌안)의 굴절이상도는 S +0.25D C -0.50D Axis 20인 40대 남성이 시각적 불편감과 두
통, 눈부심, 울렁임, 어지러움, 불편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단안 백내장 수술로 4.50D 정
도의 부등시가 유발되어 시각적 불편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경
과 콘택트렌즈로 유발된 부등시를 교정하고 시각적 증상을 비교하였다.
방법: 포롭터를 이용하여 자각식 굴절검사를 시행하고, 굴절검사값을 토대로 단초점 안경, 단
초점 콘택트렌즈,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를 이용하여 처방하였고, 각 처방에 대해서는 1주일의
적응기간이 지난 후 입체시와 망막상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입체시는 티트무스 입체시 검사
를 사용하였고, 양안 상 크기의 차이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New Aniseikonia Tests로 측정하였다.
결과: 수술 전 우안의 굴절이상도는 S –4.25D C –1.25D Axis 170, 교정시력은 20/20, 백내장
이 진행된 좌안의 굴절이상도는 S –5.50D C –1.75D Axis 15, 교정시력은 20/30이였다, 입체
시는 60초각, 양안의 망막상은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입체시는 140초각으로 떨어졌으며, 양
안의 망막 상 크기는 +5%로 수술안의 망막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불편감을 해결하
기 위하여 첫 번째로 비수술안에 S –4.25D C -1.25D Axis 170의 단초점 안경으로 교정한 결
과, 비수술안 시력은 20/20, 양안시력은 20/25, 입체시는 100’초각, 양안 망막상의 차이는 –
13%로 시각적 불편감이 여전히 나타났다. 두 번째로 비수술안에 S –4.25D C -1.25D Axis
180의 단초점 콘택트렌즈로 교정한 결과 비수술안의 시력은 20/22, 양안시력은 20/20, 입체시
는 100’초각, 양안 망막상의 차이는 +6%로 시각적 불편감은 줄었으나 근거리 시력이 불편하
다고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 번째로 S –4.25D의 Low add의 멀티포컬콘택트렌즈를
비수술안에 처방한 결과 비수술안의 시력은 20/25, 양안 20/20로 개선되어 원·근거리 시력 모
두 만족스러웠으나, 입체시는 100초각, 양안 망막상 차이는 +5%로 여전히 양안의 망막상 크
기가 달라 불편하다고 하였다. 네 번째로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비수술안에
+0.50D의 돋보기를 추가 착용하도록 한 결과 시력적 불편감이 해결되었다.
결론: 단안 백내장 수술 등으로 유발된 부등시안의 굴절이상을 교정할 경우에는 양안의 망막상
크기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처방이 필요하며,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적절히 함께 처방
하여 시력적 불편감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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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2

사위도와 버전스 검사의 오차요인 분석
이진솔 · 이소민 · 최연주 · 이택표 · 이혜란 · 임현성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목적: 20대 안질환이 없는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정상안에서 양안시 검사의 기본 검사값인
사위도와 버전스의 검사오차 요인을 분석 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 및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 8명, 여자 12명(총 20명)을 대상으로 포롭터
(TOPCON VT-10)를 통해 자각적 굴절검사를 완전교정 후 원근거리 수평사위도와 원근거거리
의 음성 및 양성 융합버전스를 측정하였다.
결과: 원거리 수평사위 값은 평균 1.25△ 외사위로 모건의 기댓값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원거리 음성융합버전스의 흐린점과 파괴점 및 회복점 평균값이 X/11/6로 안정적인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원거리 양성융합버전스의 평균값은 17/37/14로 모건의 기댓값인
9/19/10 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또한 동일 검사자별로 검사결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 되었다.
근거리 음성융합버전스와 원거리 양성 융합버전스 검사에서 검사자별 결과 값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명의 피검사자들의 원거리 사위검사 시 평균값과 모건의 기댓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BI 프리즘 쪽으로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검사결과에는 큰 오차
를 보이지 않았다. 근거리 양성 및 원거리 음성 융합버전스의 측정 시 측정오차가 많이 발생되
어 검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mail : thals0228@naver.com, wisestar0724@hanmail.net

- 58 -

THE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7

포스터-23

온열 마사지기 사용 전 ․ 후 대비감도 및 피로도 변화 분석
강윤주 · 조현아 · 이철진 · 권선우 · 임현성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목적: 20대 안질환이 없는 정상안에서 온열마사지기(ZP443)의 사용 전과 후 교정시력 및 대비
감도, 자각적 피로도의 개선유무와 정도를 평가 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 및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 10명, 여자 11명(총 21명)을 대상으로 포롭터
(TOPCON VT-10)를 통해 자각적 굴절검사를 완전교정 후 온열 마사지기(ZP443)의 사용 전과
후 교정시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대비감도 검사용 시표 CVS-1000E를 이용하여 1.25m 거리
에서 대비감도를 측정하였으며, 자각적 설문지(5점 척도)로 설문을 실시한 후 피로도를 분석하
였다.
결과: 대상자들의 굴절교정 값은 남자가 –4.25±2.80D, 여자가 –4.42±2.91D 이었으며, 온열마
사지 치료 전 교정시력은 1.18±0.26이었으며, 치료 후 시력은 1.18±0.23으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대비감도 검사 결과는 치료 전후에 경미한 수준의 향상이 있었으나 통계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p=0.24), 자각적 피로도 설문조사에서 피로도 수치는 치료 전 19.48±3.88
에서 치료 후 12.14±3.20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아졌다(p<0.05).
결론: 온열 마사지기는 정상안에서 마사지 후 대비감도에서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객관적
인 차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자각적 설문 피로도
변화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피로도 개선에는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E-mail : y_oo_j@naver.com, wisestar0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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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4

폭주부족환자의 시기능 훈련을 통한 자각증상 개선 효과
김지은1,2) · 서정철1,2) · 장정운1,2) · 임현성1,2)
을지대학교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1),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rsity (SSCO)2)

목적: 근거리 작업 시 폭주부족으로 인한 복시 또는 안정피로를 개선하고,임상사례를 통해 근
거리 안정피로의 원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법: 안경원 방문 환자 중 안질환, 사시 또는 사위가 없는 사람을 선정하였으며 평소 근거리
작업 시 안정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는 AR측정, 예비검사, 굴절검사,
양안시검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근거리 안정피로 개선을 위한 시기능 훈련에는 Barrel card를
사용하였다.
결과: 평소에 원거리 시생활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나 근거리 작업시간 증가에 따른 안정피로를
호소하는 사례이다. 완전교정 값은 기존 안경과 차이가 없으며, 양안시 검사 결과 중 폭주부족
능력이 연령대비 다소 부족하게 측정되었다. 폭주력은 부족하지만 원,근거리 사위가 정상범위
내에 측정되어 시기능 훈련을 통해 폭주력을 개선시켜줌으로써 근거리 작업에 따른 안정피로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시기능 훈련을 통한 폭주력개선으로 근거리 작업시 안정피로에 대한 자각적인 증상이 완
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사례와 유사한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지속적인 시기능 훈련
을 권장해야 한다.

E-mail : 68049991@naver.com, wisestar0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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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5

프리즘 처방에 따른 안정피로 감소 임상 사례 연구
서정철1,2) · 김지은1,2) · 장정운1,2) · 임현성1,2)
을지대학교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1),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rsity (SSCO)2)
목적: 사위 또는 사시로 인한 안정피로를 프리즘처방으로 감소시키고, 임상을 통해서 프리즘
처방의 당위성과 자각적인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경원 방문고객 중 기존 안경도수 기준 시력변화가 ±0.50D 차이 이내이며, 사위 또는
사시로 인한 안정피로를 겪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는 기본 예비검사, ARK측정,
자각적 굴절검사, 양안시검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처방 안경에는 기본 멀티코팅 및 초발수코팅
된 렌즈를 사용하였다.
결과: <사례1>에서는 기존 안경 기준 시력변화는 없었지만, 장시간 근거리 작업으로 인해 안
정피로를 많이 느끼는 경우이다. 프리즘 처방으로 인해 안정피로 부분에서는 자각적 판단 기준
에 따른 만족도가 매우 상승하였다. 프리즘 처방된 안경을 쓰고 3일 이내까지는 어색함이나 약
간의 울렁임을 느껴 다소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근거리 작업에 대한 만족감
은 우수했다. 프리즘 처방 안경을 처음 착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처방에 대한 필요
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사례2>에서는 기존 안경 기준 시력변화가 -0.25D 차이가 있었으며,
<사례1>에서와 동일하게 장시간 근거리 작업에 대한 안정피로를 느꼈다.<사례1>에서는 처음
착용에 대한 어색함과 울렁임이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원거리 도수변화가 추가되어 착용시점
부터 만족감이 우수했으며, 향후 근거리 작업에 대한 안정피로 역시 감소되어 만족감이 우수하
였다.
결론: 현대사회에서 장시간 근거리 작업에 따른 안정피로를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
다. 도수변화가 없는 프리즘 처방의 경우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프리즘 처방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반면, 도수변화를 동반한 프리즘 처방의 경우 초기 적응
및 만족감이 우수하였다. 적절한 프리즘 처방은 안정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의 시생활 개선에 효
과적이다.

E-mail : cosy7812@hanmail.net, wisesta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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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6

국내 안경렌즈와 더미렌즈의 광학적 성능 비교 분석
한지환1) · 김태훈1,2)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1),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2)

목적: 더미렌즈 착용에 대한 시각적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경렌즈
와 패션안경에 장착되어 있는 더미렌즈의 광학적 성능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방법: 도수가 없는 일반 안경렌즈(n=1.56)와 청광차단렌즈(n=1.56), 더미렌즈를 이용하여 렌즈
의 굴절력, 프리즘양, 표면의 균일함 상태를 분석하였다.
결과: 몇몇 더미렌즈에서 렌즈 굴절력이 허용오차 범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렌즈표면
분석에서 일반 안경렌즈에 비해 표면의 균일함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결론: 더미렌즈는 일반 안경렌즈와 비교하여 광학적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더미렌즈를 제거 하지 않은 패션안경 착용 시 시각적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어 더
미렌즈를 제거해서 사용하는 것이 시각적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mail : hann@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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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7

국내 패션안경(더미렌즈) 구매와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한지환1) · 김태훈1,2)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1),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2)

목적: 국내 패션안경의 구매와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더미렌즈의 시각적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방법: 패션안경 구매를 해본 적 있는 77명을 대상으로 구입한 장소, 사용목적, 더미렌즈 제거,
시각적 부작용, 주의사항을 조사하였다.
결과: 패션안경을 구입한 장소는 안경원이 44.2%, 그 외 장소는 55.8%로 나타났으며 더미렌
즈를 제거한다 46.8%, 하지 않는다 53.2%로 나타났다. 시각적 부작용을 호소하는 비율은
32.6%로 나타났으며, 판매자에게 주의사항을 들은 비율은 15.6%로 나타났다.
결론: 더미렌즈를 제거하지 않고 안경을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로인해 시각적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패션안경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패션안
경을 착용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각적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해주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경 판매자들이 패션안경을 판매할 때 시각적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
설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mail : hann@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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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8

안경사법에 대한 안경사와 일반 소비자 집단의 인식도 조사 비교·분석 연구
김슬기 · 김민정 · 김영훈 · 장윤정 · 정재형 · 김달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이 설문 연구는 안경사법(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안경사와 일반소비자
집단으로 분류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안경사법 입법을 위한 효과적 입법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서울 지역의 일반인 200명과 서울·경기 지역의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 100명을 대
상으로 안경사법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인은 시력교정 경험자와 미경험자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안경사는 고용안경사와 안경원 원장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일반 소비자 집단은 안경사법에 대해 매우 낮은 인식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립적인 답
변이 많았다. 일반 소비자와 안경사 모두 안경사법의 통과 가능성을 중립 또는 부정적으로 답
하였고 그 이유를 주로 ‘의료계의 반발’과 ‘국민적 합의 및 여론 비 형성’이라고 응답하였다.
안경사들의 인식도는 보통 이상이었지만, 고용안경사 집단은 안경사법에 큰 관심과 비중을 두
지 않았으며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예상외로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소비자 집단에서 ‘안
경사들의 참여 및 홍보 부족’이라는 답변이 의미있는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론: 안경사법 입법을 위해서는 안과의사 집단의 반대를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안경사 집단 대상의 설문 조사에서 안경사법에 대
한 미온적인 태도가 나타났고, 일반 소비자 집단 대상의 설문 조사에서 안경사들의 참여 및 홍
보 부족이 지적된 사실로부터, 안경사 집단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세가 안경사법 입법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E-mail : dykim@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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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9

청색광 차단 안경렌즈가 대비감도 시력에 미치는 영향
박준영 · 정수빈 · 송우진 · 박혜정 · 박성종
청암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청색광 차단 안경렌즈 착용 전과 후의 대비감도 시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성인 남녀 37명을 대상으로 원거리 시력을 교정한 상태에서 청색광 차단 안경렌즈 착용
전과 후의 원거리와 근거리 양안 대비감도 시력을 측정하였다. 원거리 양안 대비감도 시력의
측정은 10% Lea-numbers 대비감도 시표(Good-LITE, USA)를 사용하였고 근거리 양안 대비
감도 시력의 측정은 adobe illustrator cs6을 이용하여 40cm 5% 근거리 대비감도 시표를 제작
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청색광 차단 안경렌즈는 D, S, C, N社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검사실의 조도는 500lx 이었다.
결과: 청색광 차단 안경 착용 전 원거리 10% 양안대비감도시력은 -0.0558± 0.1887
LogMAR, 청색광 차단 안경 착용 후의 양안대비감도시력은 C社 -0.0849±0.168, N社
-0.070±0.164,

S社 -0.0576±0.1985, D社 -0.0394±0.1853 LogMAR 순이었으며, 이원분산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 근거리 대비감도 시력은 0.26±
0.1726 LogMAR, 청색광 차단 안경 착용 후의 양안대비감도시력은 N社 0.242±0.1396, D社
0.263±0.1853, C社 0.267±0.135, S社 0.282±0.1985, LogMAR 순이었으며, 이원분산분석
결과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청색광 차단 안경렌즈는 우리 눈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청색광을 일부 차단하기 때문에
전체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져 대비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판중
인 청색광 차단 안경렌즈는 원거리, 근거리 대비감도 시력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mail : covisi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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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0

누액 침착에 의한 4주 연속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가시광선
투과율 및 굴절력 변화
김나아 · 지호진 · 최윤정 · 전혜진 · 송수빈 · 박정민 · 최건대 · 한규현 ·
구태호 · 최선규 · 송우진 · 최현수 · 이석주
청암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4주 연속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누액침착에 따른 가시광선 투과율 및
굴절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00D, -3.00D, -7.00D의 굴절력을 가진 A社, C社, J社의 4주 연속착용 소프트콘택트
렌즈를 인공누액에 3일, 7일, 14일, 21일, 28일 배양 후 스펙트로 포토미터(7315, JENWAY,
USA)를

이용하여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굴절력의

측정은

수동렌즈미터(LM-8,

TOPCON, Japan)를 이용하여 Wet Cell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굴절력의 측정결과 A社, C社, J社 4주 착용 콘택트렌즈 모두에서 굴절력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28일 배양 후 측정한 굴절력은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A社, C社, J社 4주 착용 콘택트렌즈 모두에서 인공누액 배양 기간에
따라 가시광선 투과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p<0.05). 배양 28일 경
과 후 A社의 경우, -1.00D 콘택트렌즈에서 97.31 ± 1.59%에서 93.94 ± 1.39%로 감소,
-3.00D에서 97.23 ± 1.28%에서 93.62 ± 1.31%로 감소, -7.00D 렌즈에서 97.56 ± 1.69%
에서 93.3 ± 1.24%로 감소하였다. C社의 경우

-1.00D의 경우, 98.69 ± 0.92%에서 95.72

± 0.99%로 감소, -3.00D는 98.4 ± 0.10%에서 95.62 ± 0.98%로 감소하였다. -7.00D의 경
우 98.16 ± 0.88%에서 95.2 ± 0.72%로 감소하였으며 J社의 경우 –1.00D에서는 97.48 ±
1.92%에서 93.85 ± 1.72%로 감소, -3.00D에서는 97.66 ± 1.76%에서 93.74 ± 1.43%로 감
소하였고 –7.00D의 경우 97.16 ± 1.89%에서 93.4 ± 1.51%로 감소하였다.
결론: 인공누액 침착에 의한 4주 연속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굴절력의 변화는 미미하게 증
가하였으며, 가시광선 투과율은 감소하였다. 콘택트렌즈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4주 누액 침착
이후에도 모두 90%이상으로 허용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러나 이는 착용기간이 늘어갈 수록 착
용 초기에 비해 시야 흐림 등의 원인이 되어 착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mail : sjlee828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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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1

2D영상을 이용한 자동 시기능 훈련기구의 시기능 개선 효과
임지호 · 설고은 · 최정은 · 장민화 · 강혜원, · 임수민 · 김민지 · 정현빈 ·
서유영 ·

김하경 · 신철근 · 이석주

청암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2D 영상이 재생되는 자동 시기능 훈련기구를 이용하여 훈련 전과 후의 시기능의 개선효
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성인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자동 시기능 훈련기기(WISDOM社, China)를 이용하여 30분
간 재생되는 영상을 보면서 시기능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훈련 전과 후의 폭주력, 조절력, 버
전스 용이성(3△BI/12△BO), 조절용이성(±2.00D)검사를 시행하였다. 자동 시기능 훈련기구는
0.00~6.00D 범위의 조절과 0~6 M·A 범위의 버전스 훈련을 자동으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결과: 시기능 훈련 30분 전과 후의 시기능 변화를 확인한 결과, 양안 조절력은 12.63 ±
4.17D에서 15.02 ± 5.96D로 2.39 ± 2.89D 증가하였으며(p<0.05), 폭주력은 13.96 ± 4.99D
에서 16.02 ± 6.03D로 2.05 ± 2.85D 증가하였다(p<0.05). 양안 조절용이성은

16.58 ±

6.52 CPM에서 20.65 ± 6.51 CPM으로 4.07 ± 4.59 CPM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버전스
용이성은 16.40 ± 6.49 CPM에서 23.2 ± 6.95 CPM으로 4.8 ± 2.98 CPM으로 증가하였다
(p<0.0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2D 영상을 이용한 자동 시기능 훈련기구의 시기능 개선효과를 알 수 있
었다. 이는 평소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훈련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
으므로 기존의 단조로운 시기능 훈련에서 벗어난 새로운 훈련방법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E-mail : sjlee828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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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2

정시안과 근시안의 교정방법에 따른 조절반응량 비교
조하영 · 김진수 · 김정민 · 주륜성 · 강국영 · 최재현 · 김도희 · 김현수 ·
송예림 · 서재현 · 이군자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정시안과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 근시안의 조절반응량을 비교하고, 근시안에서는 굴절
이상도와 조절반응량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 및 전신질환이 없고 굴절교정수술을 하지 않은 성인 (19~25세) 중 암실
(scotopic) 조명상태에서 Pupilmeter (VIP™-200, NEUROPTICS, USA)를 이용하여 동공크기를
측정한 뒤, 그 크기가 평균 동공크기 7.5±0.8 mm 이내(6.7 ~ 8.3 mm)의 인원을 선별하여
대상자로 정시안 16명, 근시안 25명 총 41명이 참여하였다. 굴절검사는 포롭터를 이용한 자각
식 굴절검사 시행하였다. 근시안의 경우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로 완전교정한 후 양안개방형
ARK(autorefractokeratometer, NVISION-K 5001, SHIN-NIPPON, JP)를 이용하여 원/근거리(5
m/33 cm)를 주시하게 한 후 조절반응량을 측정하였다. 통계분석은 MedCalc Version 17.9.7
(MedCalc, Belgium)을 이용하였고, 안경렌즈 교정군과 콘택트렌즈 교정군의 조절반응량은 독
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으로, 굴절이상도에 따른 조절반응량은 Pearson correlation
test를 이용하여 상관성검정을 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결과: 양안개방형 ARK로 측정한 조절반응량은 근시안이 정시안에 비해서 작았고, 안경렌즈 교
정군과 콘택트렌즈 교정군의 조절반응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849). 양안개방형 ARK로
측정한 조절반응량과 근시도는 안경렌즈 착용군(r=0.4726, p=0.0197), 콘택트렌즈 착용군
(r=0.4745, p=0.0191)에서 모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정시안이 근시안에 비해 조절반응량이 높았고, 근시도가 증가할수록 조절반응량은 작았
다. 안경렌즈 교정군과 콘택트렌즈 교정군의 조절반응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mail :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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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3

야간운전 시 눈부심으로 인한 안경 처방 임상사례 연구
이재영1),2) · 장정운1)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1),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sity (SSCO)2)

목적: 야간운전 시 눈부심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고, 임상사례를 통하여 눈부심의 원인파악
과 원인에 따른 적절한 처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방법: 안경원 방문 고객 중 안질환이 없으며 약시나 사시를 포함한 양안시 이상이 없는 완전교
정값이 Plano이며, 평소 야간운전 시 눈부심으로 인하여 운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 3명
을 대상으로, 검사는 예비검사, 타각식 및 자각실 굴절검사를 진행하였다. 눈부심의 원인을 고
려하여 황색필터렌즈, 단파장 빛 차단 코팅렌즈, 편광필터렌즈 중 가장 적합한 렌즈로 처방하
였다.
결과: 야간운전 시 눈부심으로 서로 다른 불편을 호소하였다. 공통적으로 굴절검사값은 정시로
나타났으며 이전에 한 번도 안경을 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에서는 야간운전 시
빛 번짐으로 차선 구분이나 사물의 위치 파악이 어려운 불편을 호소하여, 해결방안으로 낮아진
대비감도를 개선하는 황색필터 평면렌즈를 처방하여 야간시력을 개선하였다. 사례2에서는 차량
LED 또는 HID 전조등의 불쾌 눈부심(Discomfort Glare)로 야간운전에 불편을 호소하였다. 불
쾌 눈부심을 야기 할 수 있는 단파장 빛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코팅 평면렌즈를 처방하여 야
간시력을 개선하였다. 사례3에서는 가로등이나 전조등에 의해 반사된 잡광(noisy light)이 전방
시야를 흐려지게 하거나 국소적으로 가리는 현상으로 불편을 호소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편광필터 평면렌즈를 차방하여 야간시야를 개선하였다.
결론: 야간이나 흐린 날 사물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비감도가 높은 황색필터
렌즈가 적합하였다. LED 또는 HID 전조등에 의해 발생된 불쾌 눈부심은 단파장을 차단 코팅
렌즈가 효과적 이였다. 산란으로 유발된 잡광으로 인한 전방 시야 흐림 또는 가림현상은 편광
필터렌즈로 예방이 가능하였다. 눈부심 원인이 다양하므로 처방도 다양해야 한다. 잘못된 처방
은 오히려 눈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굴절교정을 한 고객이 호소하
는 눈부심 클레임 해결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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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4

소프트 콘택트렌즈 케이스의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최승호 · 장정운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렌즈 관리의 중요성은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으
나, 렌즈 케이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경향을 보여, 본 연구에서는 콘택트렌즈
케이스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방법: 안과 및 전신 질환이 없는 10~20대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미 응답인원 및 하드렌즈와 원데이렌즈 착용자를 제외한 353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설문항목은 콘택트렌즈 케이스와 관련된 선행논문 및 문헌을 고찰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설문문항에는 콘택트렌즈 케이스 세척주기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결과: 관리실태 설문 조사결과 눈에서 콘택트렌즈 제거 직후 렌즈를 세척하는 경우는 58%, 미
세척 후 저장하는 경우가 42%로 나타났으며, 렌즈 케이스 세척유무에 대한 응답은 세척한다
71%, 미 세척한다 29%로 나타났다. 렌즈 케이스 세척 시 관리용액을 이용하는 경우는 57%였
으며, 수돗물로 세척하는 경우도 43%로 나타났다. 렌즈 케이스 세척방법은 관리용액 및 수돗
물을 흐르는 상태에서 헹구어 내는 형태로 실시 한다로 나타났다. 매일 렌즈 케이스 세척한다
는 43%, 1주일 내에 한번은 57%, 1주일이상일시 세척한다는 23%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사
용 중인 렌즈 케이스 사용기간에서는 1달 미만이 47%, 1~3개월이 35%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은 18%로 나타났다. 렌즈 케이스 교체주기는 1달 미만이 27%, 1~3개월에 교체한다는
45%, 3개월 이상일 시 교체한다는 28%로 나타났다.
결론: 소프트콘택트렌즈 케이스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케이스의 교체주기 및 사용기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확한 소프트 콘택트렌즈 세척방법에 대한 인
식도 낮게 나타났으며, 소프트 콘택트렌즈 구입 시 렌즈 케이스 세척방법 및 교체주기에 대한
교육 또한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콘택트렌즈를 처방하는 안경사 및 관련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케이스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콘택트렌즈 착용자들도
케이스 관리에 따라 오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세척 및 교체주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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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5

덧댐굴절검사값을 이용한 소프트 토릭렌즈의 축회전 예측 가능성
이은수 · 김민규 · 박용주 · 김병식 · 이상우 · 차명훈 · 이민지 ·
김수희 · 김민혁 · 이군자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난시용 소프트콘택트렌즈로 선명한 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난시도수와 축방향
이 중요하다. 임상에서는 소프트 토릭렌즈의 축 회전 양과 방향을 육안으로 평가하여 축을 보
정하는데, 측정자에 따라, 관찰하는 측정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 정확도가 낮
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덧댐굴절검사를 통해 소프트 토릭렌즈의

축 회전 예측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론적 계산값과 임상 측정값을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방법: 이론적 계산값은 소프트 토릭렌즈의 축이 10°, 20°, 30° 회전한 경우와 난시 축을 90°도
잘못 처방한 경우 및 난시량을 과교정한 경우로 나누어 ‘굴절력 행렬’을 이용하여 난시량과 축
을 계산하였고, 그래프는 matlab을 이용하였다. 이론적 계산값과 임상적 덧댐굴절검사값이 동
일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프트 토릭렌즈 착용 후 축이 회전된 난시안 4안(15° 회전한 1안,
20° 회전한 2안, 축 방향을 90° 잘못 처방한 1안)과 난시값을 과교정한 1안, 총 5안의 덧댐굴
절검사값을 활용하였다. 축회전량은 각도기가 부착된 세극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덧댐굴절
검사는 포롭터(VT-10, Topcon, Japan)를 이용하였다.
결과: 예비검사에서 회전량 측정에 대한 검사자 측정값은 15도 회전량을 21도(15~30도)로 측
정하여 측정자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굴절력 행렬’을 이용한 이론적 계산값은 토릭렌즈의 축이 10°, 20°, 30° 회전했을 때 잔여난시
값은 각각 기존 난시값의 30%, 60%, 100%이며 축은 사축으로 나타났고, 난시 축을 90° 잘못
처방한 경우에는 잔여난시값이 기존 난시의 2배로 축은 동일하게 계산되었다. 난시량을 과교정
한 경우의 잔여난시값은 과교정된 만큼, 축은 90° 차이 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임상 측정값에서는 소프트 토릭렌즈의 축이 15°, 20° 회전된 경우의 덧댐굴절검사값은 이론적
계산값과 차이가 없었고, 축 방향이 90° 잘못 처방한 경우와 난시량을 과교정한 경우에도 덧댐
굴절검사값은 이론적 계산값과 차이가 없었다.
결론: 소프트 토릭렌즈의 회전량은 검사자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렌즈의 회전 양
을 측정하는 방법 뿐 만 아니라 덧댐굴절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소프트 토릭렌즈 처방 후 덧댐굴절검사 결과 잔여난시값이 기존 난시 값의 30%, 60%,
100%이며 사축으로 측정되면 토릭렌즈의 축이 각각 10°, 20°, 30° 회전된 것으로, 잔여난시값
이 기존 난시 값보다 크게 측정되면 축 방향이 90°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축 보정을 시행하
면 소프트 토릭렌즈의 축 회전 양을 이중(double check)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좀 더 정확한 처
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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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6

근시완화렌즈의 선택과 적응에 대한 설문조사
장효승1,2) · 이군자1,2)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1),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rsity (SSCO)2)
목적: 미취학아동의 근시가 점차 많아지면서 근시진행이 지연된다고 알려진 교정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근시지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각막굴절교정렌즈를 착용하기 힘든 아
동의 경우에는 근시지연 효과가 있는 안경처방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근시완화
렌즈 안경처방 시 부모의 근시완화렌즈 선택과 아동의 적응증상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방법: 안경원에서 근시완화렌즈(MyoVision by Carl Zeiss)를 선택한 부모 7명을 대상으로

구

매 전과 구매 3개월 후에 선택기준,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안경을 처방한 아동 7명을 대상으
로는 착용 3개월 후에 적응증상에 대한 내용을 설문지로 구성하여 4점 척도로 조사하고 각 설
문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 비교하였다.
결과: 부모들이 자녀의 근시완화렌즈 착용에 대한 지식은 1.43으로 매우 낮았으나, 안경사 설
명 후 이해도는 3.00점으로 높아졌고, 근시완화렌즈에 대한 안경사의 역할은 3.57점으로 높았
고, 만족도는 3.14점, 가격 만족도는 3.14점으로 나타났다. 안경 처방 3개월 후 근시도의 변화
에 따라 다시 안경을 선택할 경우 재구매 의사는 3.29점, 추천한 안경사에게 신뢰도는 4.00점
으로 나타났다. 근시완화렌즈 안경을 착용한 아동의 경우 적응 만족도는 3.57점으로 적응에 어
려움은 적었고, 학업 도움에 대한 만족도는 3.00점, 체육시간 등 활동적인 면에서의 만족도는
3.43점으로 불편함이 적었으며, 다시 착용할 의향은 3.86점, 안경사에 대한 신뢰도는 4.00점으
로 나타났다.
결론: 근시완화렌즈 선택에는 안경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안경착용에 대한 적응도와 만족도는
높은 편이므로, 근시완화렌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처방을 통하여 안경사와 고객의 신뢰도를
높인다면 근시완화렌즈 처방은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mail : kjl@eulji.ac.kr

- 72 -

THE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7

포스터-37

하방 주시각도에 따른 조절력의 변화
이지윤 · 김상엽 · 조현국 · 유동식 · 문병연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하방 주시각도에 따라 조절력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문진을 통해 안질환이 없고, 조절력 이상이 없는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평균 연령
23.55±2.25세의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각적

굴절검사를

통해 완전

교정을

하고

push-up법으로 하방 주시각도에 따른 조절력을 측정하였다. 피검자의 이마와 턱을 고정시키고
타겟을 0°, 15°, 30°, 45°의 각도로 변화시켜 각각 3회씩 단안 및 양안 조절력을 측정하였다.
결과: 단안 조절력의 경우 좌안과 우안에서 0°에서 45°를 기울였을 때 각각 4.27D, 4.05D 증
가하였다(p<0.001). 양안 조절력도 주시각도가 0°에서 45°로 증가하면서 4.45D 크게 나타났다
(p<0.001). 또한, 단안과 양안 모두 주시각도가 클수록 조절력 증가의 폭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단안과 양안 조절력 모두 하방 주시각도가 증가할수록 조절력의 양이 증가하였다. 따라
서, push-up법을 통한 조절력 측정 시 주시각도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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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8

자각적 굴절검사에서 원거리와 근거리의 난시 굴절력과 축의 비교
배지인 · 김상엽 · 문병연 · 유동식 · 조현국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자각적 굴절검사를 통하여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난시의 굴절력과 축을 비교하고자 하였
다.
방법: 문진을 통하여 눈과 전신에 수술 및 질환이 없고 완전교정 시력이 1.0 이상인 평균 연령
22.10±1.90세의 19안을 대상으로 원거리(6m)와 근거리(40cm)에서 자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하
였다.
결과: 난시 굴절력은 근거리가 원거리보다 평균 -0.28D 작게 나타났으며 (p<0.001), 난시의
축은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782). 난시 축의 회전 방향을 분
석해본 결과, 총 19안 중 반시계 방향으로 17.86±10.35 회전 7안(36.80%), 시계 방향으로
10.83±4.92 회전 6안(31.60%), 그리고 축이 변화하지 않은 눈은 6안(31.60%) 으로 나타났다.
결론: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난시의 굴절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근용 가입도
검사 시 구면 굴절력뿐만 아니라, 원주 굴절력도 조정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E-mail : hyung@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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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9

시기능훈련의 정량적 결과 검출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유용성 평가
고태정 · 윤영대 · 김기옥 · 강원식 · 하동근 ·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현대 사회는 정보의 양과 흐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학습능력 증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
구과제로 읽기장애와 학습부진 등이 있으며, 이를 평가하는데 안구운동과 손의 협응 능력(시운
동 통합 visual-motor integration)이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한 가
지 도구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유용성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추적안구운동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임상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선
정하고 애플리케이션 활용 방법, 프리즘을 유발한 검사 방법을 교육 및 통제하였으며 선정대상
의 프리즘 가입에 따른 비교와 성별에 따른 비교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실험은 안질환 및
전신질환이 없고 눈에 관련된 수술이력 및 약물 복용이력이 없으며 시력이 1.0 이상인 젊은
성인 30명(23±2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는 대상자 40cm 앞에 위치한 23인치 터치스
크린에 제시되는 적색타겟(4mm)을 터치펜을 이용하여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속도를 조정하여
점수화한 후 성공 반응률로 환산하여 기록하였다. 프리즘 가입에 따른 추적안구운동 검사는 완
전교정상태에서 10∆ B.I 가입 시와 10∆ B.O 가입 시 추적안구운동 반응률을 비교 평가하였다.
남녀에 따른 추적안구운동 반응률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남, 여 비율을 (남
15명 여15명) 1:1로 하였다.
결과: 추적안구운동 반응률을 측정한 결과 1,2단계 100%, 3단계 80.40±11.71%, 4단계
58.49±20.34%, 5단계 35.60±21.32%로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성공반응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성공반응률은 남성이 평균 80±21.03% 여성은 평균 70±28.85%로 나
타나 남자가 추적안구운동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2). 프리즘 가입에 따른 추적
안구운동

성공반응률은

완전교정상태에서

평균

81.90±12.16%,

10∆

B.I

가입시

74.76±15.02%, 10∆ B.O 가입시 77.36±14.07%로 나타나 프리즘 가입시 성공반응률이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론: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안구운동과 손의 협응 능력 검사결과 정상적인 양안시기
능을 가진 모집단에서 남녀 각각의 표본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프리즘가입에 따라 반응
률이 변화하는 점을 보아 양안시기능과의 연관성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따
라,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추적안구운동의 이상 유무와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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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40

프리즘 유발에 따른 입체시와 동체시력의 변화
이한슬 · 김연주 · 박미현 · 박상준 · 박미현 · 김용길 ·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프리즘을 인위적으로 가입한 후 사위가 유발되었을 때 입체시와 동체시력의 변화를 확인
하여 양안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안질환이 없는 완전교정상태의 성인 남·여 20명(21.75±1.51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정한

검사실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세막대심도지각계와

입체시(RANDOT

STEREOTEST) 검사 책자를 사용하여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각각 입체시를 측정하였고, 동체시
력은 원·근거리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검사 별 1시간 간격으로 서로 다른 프리즘
(2△BU, 2△BD, 4△BI, 8△BI, 6△BO, 12△BO)을 비우위안에 부가하여 프리즘 유발에 따른
사위량 변화와 입체시 및 원·근거리 동체시력을 재 측정하였다.
결과: 프리즘을 부가시키기 전 근거리 입체시는 54.50±16.50sec로 나타났고, 2△ BU을 부가
한 후에는 102.63±40.37sec, 2△ BD은 92.11±42.25sec, 4△ BI은 82.50±30.96sec, 8△ BI
은 103.50±39.40sec, 6△ BO은 110.53±43.83sec, 12△ BO은 137.65±38.73sec로 모두 프
리즘이 증가함에 따라 입체시가 저하되었다. 세막대심도지각계 검사의 결과는 프리즘을 가입시
키기 전 18.16±16.00sec로 나타났고, 2△ BU에서는 20.73±18.54sec, 2△ BD에서는
26.57±22.14sec, 4△ BI에서는 27.30±22.71sec, 8△ BI에서는 38.38±28.63sec, 6△ BO에
서는 38.26±34.84sec, 12△ BO에서는 49.67±40.67sec로 입체시가 저하되었다. 그리고 대상
자들 중 6△ BO 가입 시 25%, 12△ BO 가입 시 45%가 입체시가 불가능하였다. 원·근거리
동체시력은 프리즘 디옵터가 증가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프리즘
가입 전 사위량은 원거리에서 평균 3.05±4.08△ 외사위, 근거리에서는 평균 7.25±5.30△ 외
사위이었고, 프리즘을 가입시킨 후 사위량은 원거리 4△ BI에서 0.60±4.29△ 외사위, 8△ BI
에서 4.80±4.64△ 내사위, 6△ BO에서 10.00±4.65△ 외사위, 12△ BO에서 16.15±4.54△
외사위로 나타났다. 근거리의 경우 4△ BI에서 2.05±5.38△ 외사위, 8△ BI에서 0.70±5.20△
외사위, 6△ BO에서 11.31±4.71△ 외사위, 12△ BO 15.00±9.12△ 외사위로 나타났다.
결론: 프리즘을 인위적으로 가입한 후 사위가 유발되었을 때 입체시책자를 이용한 검사 값과
세막대심도지각계의 결과 값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아 프리즘이 양안시기능 중 입체시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걸 알 수 있었다.

E-mail : icjeon@dsu.ac.kr

- 76 -

THE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7

포스터-41

멀티포컬CL와 투명 일반CL렌즈의 입체시, 심시력 변화 측정
강소영 · 김혜지 · 박희주 · 이지선 · 임세일 · 김용길 ·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투명 콘택트렌즈와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를 각각 착용하여 원·근거리에서 시력
을 측정하였을 때 가입도가 처방된 멀티포컬 콘택트렌즈가 양안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법: 전신질환이 없고 양안시이상에 문제가 없으며 난시량이 –1.00D 이하인 남·여 15명( 평
균연령 21.6±1.5세)을 대상하였다. 자각식굴절검사를 통해 완전교정 상태를 검출하여 일반콘
택트렌즈와 멀티포컬콘택트렌즈를 각각 착용시킨 상태와 수정된 모노비전 방법으로 착용시킨
상태로 구분하여 각각 원거리 3m에서 세막대심도지각계를 이용한 심시력 검사와 근거리
40cm에서 입체시(titumus fly)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일반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거리 입체시력은 79.8±47.5sec이었고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착용 시 입체시력은 82.8±48.9sec이었으며 수정된 모노비전 착용 시 입체시력은
78.3±36.4sec로 멀티포컬콘택트렌즈 착용 시 입체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심시력은 일반콘택트렌즈에서 9.58±4.67sec, 멀티포컬콘택트렌즈에서 19.9±12.72sec, 수
정된 모노비전에서 6.45±6.32sec로 멀티포컬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심시력이 저하된 것
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일반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보다 멀티포컬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심시력과 입
체시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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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42

VR(Vitual Reality) 사용이 양안시기능에 미치는 변화에 대한 연구
김주양 · 정상우 · 김도균 · 이휘옥 · 김용길 ·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VR(Virtual Reality)기기의 사용이 양안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양안시기능 이상 및 안질환이 없고, 교정시력이 0.8 이상인 남·여(22.3±1.53
세)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VR기기(Virtual Reality, Samsung:Sm-r325, Korea) 사용 전후 시기
능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시기능검사는 자동굴절검안기(Huvitz HRK-8000A Korea)를 통
한 굴절이상도, 단안조절근점, 폭주근점, 입체시(Titmus Fly)검사, 근거리 사위도(수정된 토링톤
법)를 측정하였다. 1차 시기능검사 후 30분 동안 VR기기를 사용 하도록 한 후, 검사를 재실시
하여 전과 후의 시기능 변화를 평가하였다.
결과: 굴절이상도는 VR기기 사용 전 등가구면굴절력 S-0.689D에서 사용 후 등가구면굴절력
S-0.754D로 S–0.065D 근시화 변화를 보였고, 조절근점은 VR 사용 전 9.66±2.41cm, VR 사
용 후 11.4±2.57cm로 1.74cm 증가하였으며 폭주근점은 8.56±1.88cm에서 10.03±2.29cm로
1.47cm 증가하였다. 입체시는 79±45.53sec에서 103.5±59.76sec로 24.5sec 차이의 변화를
보였고 근거리 사위도는 4.50±6.48△ 외사위에서 6.40±6.56△ 외사위로 1.90△ 변화량을 보
였다.
결론: 이상의 결과에 따라, VR(Virtual Reality) 기기 사용 후 근시도는 근시방향으로 증가하고,
조절근점과 폭주근점은 거리가 증가하여 조절력과 폭주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입
체시는 VR 기기 사용 후 감소하고, 근거리 사위도는 외사위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VR
을 사용한 직 후 굴절검사나 양안시 검사 결과는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VR 사
용은 자제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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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43

선호 착색렌즈에 착용 따른
근거리 시지각 능률 향상 정도에 대한 고찰
정현희 · 박소영 · 박연화 · 임호산 · 김용길 ·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대상자 별 선호하는 착색렌즈 착용 전과 후에 근거리 시지각 능률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이 없고, 굴절이상도 -5D 이하, 교정시력 1.0 이상인 남녀 20명(21±1.41세)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컬러닥터(Vom Co. Korea)를 통하여 선호하는 색상렌즈는 선정하였고, 일
반무착색안경과 착색안경 착용 후 근거리 시지각 능률을 각각 측정하여 변화를 비교하였다. 근
거리시지각 능력은 읽기능력을 평가하는 독서읽기능력과 근거리 효율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
였고 근거리 효율 평가는 실 꿰기(1)와, 검정쌀 고르기(2)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실험결과는
Origin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고, p값이 0.05이하일 때 유의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결과: 읽기능력은 부분에서는 무착색안경 착용 시 평균 68.65±18.84초, 착색안경 착용 시
60.58±17.89초로 평균 8.06±15.35초 감소하여 착색안경을 착용 시 독서읽기능률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p=0.001). 근거리 효율 평가(1)에서는 무착색안경 착용 시
123.47±32.05초, 착색안경 착용 시124.95±29.53초로 평균 1.47±14.99초 증가하여 착색안경
을 착용 시 시간은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p=0.67). 근
거리 효율 평가(2) 부분에서는 무착색안경 착용 시 28.95±28.94개, 착색안경 착용 시
31.84±31.84개로 평균 2.89±4.91개 증가하여 착색안경 착용 시 능률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108).
결론: 읽기능력부분은 착색안경 착용 시에 시간이 감소하여 능률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근거리
작업능력 실 꿰기 실험에서의 결과 값은 시간 증가로 능률이 저하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근거리 작업능력 부분 검정 쌀 고르기 실험에서는 60초당 발췌한 개수가
향상 되었다. 위의 3가지 연구를 통해 선호하는 색상안경을 착용하였을 때 근거리 시지각 능률
이 대체적으로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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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44

주변 조도 변화에 따른 안경렌즈의 대비시력에 관한 연구
고경호 · 최민규 · 전인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주변 조도 변화에 따른 일반 안경렌즈와 운전용 기능성 안경렌즈의 대비시력을 측정하여
운전자의 시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전신질환 및 안질환 등의 과거와 현재 병력이 없고, 안과 관련 수술 경험이 없는 양안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평균연령 25±2세 30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주변 조도 변화에 따른 대
비시력검사는 완전교정 상태에서 주변 조도를 200, 350, 500, 700 lux로 하여, 각각의 조도에
따라 대비 시력표의 100, 50, 30, 15%에서 기능성 운전용 렌즈(A렌즈, B렌즈, C렌즈) 3종과
일반렌즈(N렌즈) 1종을 가입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환경에서 각각의 기능성렌
즈 착용 전후 만족도를 대면설문 조사하였다.
실험결과는 SPSS(Ver 22.0 for Windows, SPSS Inc,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원배치 분석
(One-way ANOVA)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신뢰도 95%를 기준으로 p<0.05 일 때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기능성 운전용 렌즈(A렌즈, B렌즈, C렌즈) 3종과 일반렌즈(N렌즈) 1종의 대비시력은
200lux 100%, 50%, 30% contrast 에서 A렌즈가 가장 높았고, 350lux 50%, 30% contrast에
서는 B렌즈, 15% contrast에서는 C렌즈가 가장 높았다. 500lux 100%, 30% contrast에서는 C
렌즈, 50%, 15% contrast 에서는 B렌즈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0lux 100% contrast에서 C
렌즈,

50%, 30%, 15% contrast에서 B렌즈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명도에 대한 대면설문

만족도 결과는

B렌즈 > C렌즈 > A렌즈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운전용 안경렌즈의 주변 조도 변화에 따른 대비시력은 일반 렌즈에 비해 향상 되었으나,
A렌즈의 경우 주변 조도가 높아질수록 일반 렌즈 보다 시력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운전용 안
경렌즈 처방 시 렌즈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맞춤 처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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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45

교정시력이 1.0 이하의 경우 완전교정 후 시력 향상을 보인
Case Study
박 현 주
동강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교정 후 종종 높은 교정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정시력이 1.0이 나오지 않은 경
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과거력을 볼 때 안경을 계속적으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
되곤 한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조절과 폭주 등에 문제는 없는지, 평소 안경 착용습관 등
은 어떠한지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완전교정 안경을 착용시킨
후 다른 교정을 병행한다.
방법: 20세 대학생의 경우로 교정도수는 우안 S-1.25 C-2.00 AX 160 VA : 0.7 /좌안
S-0.25 C-1.50 AX180 VA : 0.7였으며, 전처방은 우안 C-1.00 VA 0.7/ 좌안 C-1.00 VA 0.7
였다. 평소에 안경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잘 착용하지 않았으며, 안경을 쓰지 않고도 그리 불편
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착용을 잘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양안시검사를 실시하였더니 최
대조절력검사에서 조절근점이 단안은 우안 15 cm / 좌안 15 cm으로, 양안은 17cm로 검출되
었다. Hoffstetter의 식에 따라 20세 학생의 최소조절력이 15-0.25×나이로 보면 10 D가 나와
야 하나 6.67 D로 계산되어 나이에 따른 최소조절력 10 D보다 2 D 이상 낮아 조절부족의 징
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각적으로 근업 시 눈이 빨리 피곤하여 근업을 30분 이상 유지하
기 어려워했고, 오랜 근업 시 흐림과 복시 현상을 느끼곤 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완전교정 처방을 하여 항상 착용하도록 하였고, 최대조절력을 증가시
키기 위한 단안 조절력 향상 VT도 병행하였다.
결과: 약 한달 정도 하루 1-2시간의 home training 결과 근거리 작업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근거리 작업 시 눈의 피곤함이 덜하였으며, 눈피로가 줄었다고 느끼고 나서 검사
했을 때 조절근점도 15 cm 에서 11cm로

줄어들어 있었다. 자각적으로 먼저 눈의 조절기능

이 조아졌음을 먼저 자각하게 되었고 타각적 검사값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처
음에 0.7까지 밖에 읽지 못했던 시력표의 1.0까지 보였다.
결론 : 눈은 사용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잃게 되므로 적절한 망막 자극과 선명한 상이 제공되
어야 한다. 이 연구 대상자의 경우도 적당히 보는 정도로 만족하여 오랫동안 선명한 상의 자극
을 받지 않아 교정시력이 1.0이 나오지 않고 눈피로로 같이 동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
절한 교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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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46

초기노안에서 모노비전 및 변형된 모노비전, 멀티포컬
소프트 콘택트렌즈 교정 시 비교
박 현 주
동강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초기노안에서 모노비전 및 변형된 모노비전, 멀티포컬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때
자각적 만족도와 조절 기능 차이를 비교 하였다.
방법: 피검자들은 모노비전 및 변형된 모노비전, 멀티포컬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각각 착용 후
조절 기능 차이를 비교 하였다. 그리고 시력적 만족도 차이, 피로감, 불편감, 선호도에 대해 설
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조절력, 단안조절용이성, 양안조절용이성은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각각의
측정값들이 더 높았다. 입체시검사 등에서나 시력적 만족도 차이, 피로감, 불편감, 선호도에 대
해 설문 조사 결과는 변형된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더 높았다.
결론: 변형된 모노비전은 양안 멀티포컬 착용 시에 좁은 근용부로 인해 상의 선명도 등에 대한
원/근 주시 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초기노안은 가입도
가 low인 경우이므로 더 연령대가 높은 mid나 high의 가입도의 경우에 적용하여 비교하거나,
또는 착용시간을 더 늘려 충분한 적응을 유도한 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 cornea93@paran.com

- 82 -

THE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7

포스터-47

국내 콘택트렌즈 착용자에 대한 토릭소프트 콘택트렌즈 처방비율
박내철1) · 이창하2) · 황정희3) · 유근창4)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1), 다비치 안경체인2), 강동대학교 안경광학과3)

목적: 본 연구는 소프트콘택트렌즈 착용자중 난시처방자의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 처방 비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최근 5년간 소프트콘택트렌즈를 구매한 대상 5,207명(20대)을 대상으로 토
릭 소프트 콘택트렌즈 처방 비율을 조사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토릭소프트콘택트렌즈 처
방비율을 조사하였으며 난시범위에 따른 조사는 Group1은 C-0.00~-0.75D(1,301명), Group2
는 C-1.00D~-2.00D(2,343명), Group3은 C-2.25D이상(1,563명)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난시축에 따라 직난시, 도난시, 사난시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는
SPSS 20.0을 사용하여 신뢰도 95%를 기준으로 p<0.05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결과: 최근 5년동안 소프트콘택트렌즈 구매고객은 전체 5,207명중 남성은 1,215명으로
23.33%, 여성은 3,992명으로 76.67%였다. 토릭소프트콘택트렌즈 처방은 2012년 27.02%,
2013년 25.86%, 2014년 34.07%, 2015년 40.15%, 2016년 53.15%로 매년 증가하였다. 난시
굴절이상도 범위는 매년 GroupⅢ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처방이 되었다(2012년 67.12%, 2013
년 70.21%, 2014년 64.75%, 2015년 75.77%, 2016년 71.97%). 토릭소프트콘택트렌즈 처방
중 난시축에 따른 조사는 직난시는 총1,433명으로 평균 76.30%로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나
타났다(2012년

73.27%,

2013년

74.25%,

2014년

76.94%,

2015년

79.62%,

2016년

77.42%).

결론: 안경원 방문자중 소프트콘택트렌즈 처방자를 대상으로 토릭콘택트렌즈의 처방을 조사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에서 처방 비율이 높았으며, 난시굴절이상도가 높을수록 토릭소프트콘택트
렌즈의 처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토릭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처방에 더 많은 관심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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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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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컬러로 인쇄 부탁드립니다.

광고 1 - 아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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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2 - 바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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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3 - 쿠퍼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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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4 - 다비치 사관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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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5 - 다비치 취업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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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6 - 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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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7 - 칼 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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