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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대한시과학회 회원 여러분!
단풍이 눈부신 이 좋은 계절에 회원 여러분들을 추계학술대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설레고 행복합니다. 언제나 학회의 든든한 지원자이신 대한
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님과 안경관련 산업체 대표님, 그리고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주신 을지대학교 홍성희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
한시과학회 회원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연구윤리 특강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강원대학교 정진근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추계학술대회는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개최하게 되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구자
들께서는 더 많이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때문에 따사로운 가을 햇살과 단풍을 함
께 할 수 있어 역대 추계학술대회 중에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가장 만끽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을지대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남한산성의 아름다운 단풍을 마음 한가득 담아가
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대한시과학회는 안경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큰 지원과 과총학술활동지원사업에서
예상보다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학회 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
신 산학협력부와 전인철 총무이사님, 알뜰히 재무관리를 해주신 임현성 재무이사님, 학술지 재
무를 빈틈없이 해주신 박경희 편집이사님께 감사드리며, 과총학술활동지원사업에 애써주신 학
술지평가준비위원회와 장정운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재정적 안정을 통해 좀 더
안정적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물인터넷, 데이터마이닝을 포함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첨단 정보통
신기술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기계학습을 통
해 데이터를 해석하고,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안과검사 및 진단방법을 개발하는 연구와 다른 분
야와의 융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시험도 컴퓨터기반시험(CBT)으로 바뀌어 가
고 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구글 트렌드의 정보 검색을 활용
한 결막염 환자 발생 예측’과 같은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발표됩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는 시과
학 분야 뿐 만 아니라 생명과학분야, IT 분야 등과 연계한 융합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융합된 시과학 분야의 연구가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4차 산
업혁명시대에 필요한 학술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대한시과학회 회원 여러분의 격
려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학술대회와 총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이혜정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임
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7일
대한시과학회 회장 이 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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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시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안녕하십니까?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문병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시과학회의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이군자 회장님을 비롯하여 학술대회 준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님을
비롯한 산업계 대표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 창립된 이래 짧은 시간동안에 큰 발전을 이루어 낸 대한시과학
회가 20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시과학회의 고향과도 같
은 이곳 을지대학교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됨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안경계는 해마다 새내기 안경사가 1,500여명이 배출되면서 현재 안경사의 수는 4만 5천
명을, 개설안경원은 1만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안경광학과에 대한 인기도의 감소 등에 따른 학력의 저하, 불법과대광고, 콘택
트렌즈 및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허용에 대한 압박 등 우리 안경계는 내․외적으로 참으로 어
려운 현실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비의 첨단화에도 불구하고 안경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의 부족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생각합
니다.
안경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학술활동, 상호 정보교류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학계와 업계의 더 많은 노력과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대한시과학회 추
계 학술대회가 우리 안경사의 전문성과 위상 강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학문적 교류
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발표를 하시는 모든 연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한시과학회, 그리고 우리 안경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7일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회장 문 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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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대한시과학회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 대한시과학회의 추계학술대회를 4만5천여 안경사들과 함께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이군자 회장님과 모든 임원님들
께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경쟁적 연구를 통해 각자의 발전을 이루어 나
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안경분야는 업무적 가치나 그 중요도나 실무
적 발전에 비해서 학문적 연구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업계가 뒤처지지 않는 분야가 되고 발전하며 안경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는 우리 시과학회의 연구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안경계는 대내외적으로 모든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내적인 어려움인 유통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윤리 법무팀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처
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경사 각자의 자율적이지만 안경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벌이는 불법 과장광고를 하는
안경원에 취업 자제 운동에는 학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협회는 삭제된 개설시 필수 장비 목록으로 인해 불안정했던 안경사들의 업무 범위를 제도적으
로 견고히 하고자 총력을 다한 결과, 새롭게 변화된 10가지의 장비 목록을 입법예고 시켰고
지난 9월 18일자로 입법예고 시한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안경사들이 행하고 있는 시력검사와 조제가공 그리고 피팅까지의 업무가 제도적으
로 보장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쾌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
터넷 판매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지향하는 고용창출이나 국민편의 등 그 취지나 의미와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가 양성한 안경사의 전문가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협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우리의 업권을 지키고 확장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시과학회에서도 협회 운영에 뒷받침이 되고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연
구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 김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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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시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일정
2018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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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철교수
(동신대학교)

구연발표 (60분)

좌장: 이혜정교수(여주대학교)

13:40-14:40

연구윤리 : 연구노트와 표절

14:40-14:50

Coffee break

구연발표 Ⅰ

질의응답 ( 5분)

정진근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연발표 (12분)

좌장: 장정운교수(을지대학교)

질의응답 ( 3분)

1. 젊은 성인의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착용 후 시피질에 정수민(을지대학교)
서의 뇌파 분석

14:50-15:40 2. 안경렌즈의 사용기간과 굴절률에 따른 광투과율 비교 서은주(을지대학교)
3. 한국 성인에서 정신건강과 건성안의 관련성

안영주
(가톨릭대 시과학연구소)

15:40-16:10

포스터 발표 Ⅱ

구연발표 Ⅱ

좌장: 강봉훈교수(극동대학교)

구연발표 (12분)
질의응답 ( 3분)

4. 근시안에서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동공중심이탈이 권혁(을지대학교)
수차에 미치는 영향

16:10-17:10

5. 안경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조연경(동신대학교)

6. 시기능훈련이 Big 5 성격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성 분 장희정(을지대학교)
석
7. 비정시 군인용 다목적 안경의 호환성 연구

17:10-17:40

정기총회

17:40-18:00

우수논문 시상

18:00-19:30

석식

구본엽(을지대학교)

사회: 전인철교수
(동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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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8일 (일요일)
10:00-12:00

포스터발표 Ⅲ

12:00-13:00

중식

13:00-15:30

산업체 견학 및 간담회

15:30-15:40

Coffee Break

15:40-16:00

감사패, 공로패 시상

16:00-16:3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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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특 별 강 연
Special Lecture

연구윤리: 연구노트와 표절
- 정진근 교수님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Tel : 033-250-6521)
(E-mail : jkjeong@kangwon.ac.kr)
==========================================

[주요 대외활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및 감정인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계간저작권 편집위원
-산업재산권 편집위원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강사

[수상 실적]
-국가정보원장 표창(20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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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Ⅱ

구 연 발 표
Colloqu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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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 1>

젊은 성인의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착용 후
시피질에서의 뇌파 분석
정수민1 ․ 이군자2 ․ 이승환3
1,2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한국 ․

1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rsity(SCCO), USA ․
3

임상감정인지기능연구소(CEC Lab),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한국

목적: 멀티포컬 콘택트렌즈(MFCL) 착용 시에는 망막에 선명한 상과 흐린 상이 동시에 결상
된다. 이러한 광학적 결함이 있는 시각 자극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얼굴
관련 자극을 이용하여 단안과 양안에서 발생한 시피질의 뇌파를 분석하였다.
방법: 안과적 수술 경력이 없으며 교정시력, 시기능과 조절기능이 정상이고 0.50D 이하의
부등시와 0.75D 이하의 난시안인 평균 연령 24 ± 0.51세의 젊은 성인 20명이 참여하였다.
SVCL과 MFCL는 DAILIES TOTAL 1 (Alcon Co.)의 단초점 콘택트렌즈(SVCL)와 Low, Med
가입도의 MFCL을 착용시킨 후 E-prime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neutral과 sad
감정을 나타내는 인물 자극 패러다임으로 시자극을 준 상태에서 NeuroScan SynAmps2
(Compumedics, El Paso, TX, USA)을 이용하여 양안과 단안(우세안, 비우세안)의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Low 가입도의 MFCL 착용 시에는 총 20명의 실험자의 뇌파를 성공
적으로 측정하였지만, Med 가입도의 MFCL 착용 시 9명은 시각적 불편감과 안정피로가 심
하여 제외하고 11명의 결과만 분석하였다. 뇌파분석은 사건관련 전위(ERP)에서 외부 감각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초기 반응을 나타내는 P100과 고차원적인 인지와 시각처리 과정과
관련 있는 N170에 대한 활성도(amplitude)와 반응시간(latency)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version 20.0)를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단안에서 Low 가입도의 MFCL 착용 후 20명의 피실험자에서 P100 amplitude는 우
세안과 비우세안에서 SVCL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latency는 우세안이 유의하게 길었으며
(p=0.036) 비우세안은 차이가 없었다. N170 amplitude는 우세안과 비우세안에서 모두 유
의하게 작았고(p=0.001, p=0.008), latency는 차이가 없었다. 양안에서는 P100과 N170
amplitude와 latency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ed 가입도의 MFCL을 착용한 11명의 뇌파는 SVCL 착용 시와 비교해서 우세안, 비우세안
및 양안에서 모두 P100의 amplitude와 latency 는 차이가 없었지만 N170 amplitude는 모
두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고(p=0.021, p=0.021, p=0.013), latency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 선명한 상과 흐린 상이 동시에 결상되는 MFCL 착용 시, Low 가입도의 경우에는 우
세안이 흐린 시자극을 인식하는 시간이 좀 더 길었지만, 비우세안은 흐린 시자극에 관대
(tolerate)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안에서는 시자극과 인식자극은 단초점 렌즈와 유사하게 나
타나 선명한 상과 동시에 결상되는 흐린 상이 시각 활동에 문제를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 med 가입도의 경우에는 흐린 상에 의한 시자극에서 차이가 없어 시자극 전달
과정에서 흐린 상의 억제가 나타나 노이즈(noise) 자극이 제거되어 시자극과 인식자극이 약
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정수민, sumin6028@naver.com
교신저자 : 이군자,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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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 2>

안경렌즈의 사용기간과 굴절률에 따른 광투과율 비교

서은주 ․ 임현성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투명한 안경렌즈의 굴절률과 사용기간에 따른 자외선·가시광선 투과율의 차이를 비
교·분석하여 안경렌즈의 자외선·가시광선 차단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총

60개의

안경렌즈를

분석하였다.

굴절률별로

중굴절(1.55~1.56),

고굴절

(1.60~1.61), 초고굴절(1.67~1.74)로 분류하여 실험하였고, 사용 기간별로 Group1(1년미
만), Group2(1년이상 2년미만), Group3(2년이상 3년미만), Group4(3년이상 4년미만)으로
분류하여 실험하였다. 안경렌즈의 광투과율은 Topcon사의 TM-1을 사용하였으며, 가시광선
영역(Vis: visible, 380~780nm), UVA(315~380nm), UVB(280~315nm)에 대하여 렌즈의
투과율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을

사용하여

One-Way ANONA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분
석하였다.
결과: 굴절률에 따라 자외선과 가시광선 광투과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UVA 투과율은 중
굴절에서 0.878, 고굴절에서 0.298, 초고굴절에서 0.254로 중굴절과 고굴절, 중굴절과 초
고굴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p=0.00). UVB 투과율은 중굴절에서 0.150, 고
굴절에서 0.139, 초고굴절에서 0.147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76). 가시광선
투과율은 중굴절에서 88.086, 고굴절에서 85.840, 초고굴절에서 86.740으로 중굴절과 고굴
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사용기간에 따라 자외선과 가시광선 투과율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사용기간과 UVA·UVB·가시광선 투과율의 평균값은 기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91, p=0.889, p=0.081). 따라서 굴절률과
사용기간에 따른 광투과율을 비교한 결과 UVA와 가시광선 투과율은 굴절률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UVB 투과율 굴절률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안경렌즈는 굴절률에 따라 UVA, UVB, 가시광선 영역의 투과율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사용기간에 따라서 UVA와 UVB, 가시광선 영역의 투과율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추후 좀 더 다양한 사용기간에 따른 안경렌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서은주, bonyjony@naver.com
교신저자 : 임현성, wisestar0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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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 3>

한국 성인에서 정신건강과 건성안의 관련성

안영주1 ․ 김효진2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시과학연구소 ․ 2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한국 성인에서 건성안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
루어졌으며, 20세 이상 16,7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건성안(dryness나 foreign body
sensation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은 문진을 통해 분류하였으며, 정신건강으로 수면시간
(≤4, 5, 6~8, 9, or ≥10 h/night)에 대한 자료를 설문지를 통해 얻었다. 건성안 유무에 따
른 사회 인구학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동반질환의 특성을 알아보았고, 공변량을 보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정신건강과 건성안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건성안의

유병률(표준오차)은

수면시간이

5시간

이하에서

20.65%,

6시간에서

19.26%, 7시간에서 15.77%, 8시간에서 16.13%, 9시간 이상에서 16.85%였다. 사회 인구
학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동반질환을 보정한 후에도 수면시간이 6~8시간에 비해 4시간
이하(OR = 1.23, 95% CI = 1.02-1.48)와 5시간(OR = 1.19, 95% CI = 1.05-1.35)인 경
우 건성안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수면부족은 건성안의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므로, 눈 건강을 위하여 충분한 수
면시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 표 자 : 안영주, youngju_an@hanmail.net
교신저자 : 김효진, hjink@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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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 4>

근시안에서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동공중심이탈이
수차에 미치는 영향
권혁1,2 ․ 이군자2
1
2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rsity (SCCO), CA, USA ․

Dept. of Optometry,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Daejeon, Korea

목적: 근시안에서 콘택트렌즈에 의한 굴절교정 후 나타난 수차변화와 동공크기 및 동공중심
이탈(각막과 동공중심간 거리, off-set)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각막굴절교정수술의 경험이 없고 안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33명(평균 연령 : 23.03
± 2.89세, 평균 등가구면굴절력 : -3.28 ± 1.67 D, 66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굴절이상은
구면디자인의 콘택트렌즈(Lacelle, Bausch&Lomb, USA)로 교정하였다. 동공크기와 정점에
서부터 동공중심이탈, 고위수차는 Wavefront Analyzer (KR-1W, Topcon, Japan)를 사용하
여 기기에서 조정되는 암소시(scotopic, 0.006 lx) 상태에서 3회 측정하고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0.0)을 사용하여 콘택트렌즈 착용 전, 후 동공크기, 동공
중심 이탈의 평균비교는 pair-t-test를 수차와의 상관성은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였
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동공크기는 나안 상태에서 6.94 ± 0.61 mm, 콘택트렌즈 굴절교정 후 6.72 ± 0.65
mm로 콘택트렌즈 착용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동공중심이탈양은 나안 상태에
서는 평균 0.28 ± 0.16 mm이었고 이탈방향은 이측, 비측, 하측 및 상측 방향이 각각
80%, 20%, 56%, 44%로 귀 방향 이탈이 가장 많았다. 콘택트렌즈 착용 후 동공중심이탈
양은 0.36 ± 0.18 mm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05), 이탈방향에 따라서는 이측, 비측,
하측 및 상측 방향이 각각 53.1%, 46.9%, 50%, 50%로 수평방향에서 콘택트렌즈 착용 전
과 차이를 보였으며, 동공크기 감소량과 동공중심이탈양은 약한 상관성을 보였다(r=0.245,
p=0.047).
콘택트렌즈 착용 후 전체 고위수차와 구면수차는 감소하였고(p=0.036, p<0.001), 구면수차
는 동공크기와 양의 상관관계(r=0.398, p=0.001)를 보였다. 코마수차는 콘택트렌즈 착용
후 증가하였지만유의하지 않았고(p=0.074), 동공크기 변화와 상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코마
수차는 콘택트렌즈 착용 후 동공중심이탈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r=0.340,
p=0.005).
결론: 콘택트렌즈로 굴절교정 후 동공 크기는 감소하고, 동공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동공중
심이탈은 증가하였으며, 안구전체고위수차와 구면수차는 감소하고 코마수차는 증가하였다.
콘택트렌즈 착용 후 구면수차의 감소는 동공크기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코마수차의 증가는
동공중심이탈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 표 자 : 권 혁, hyeok0905@naver.com
교신저자 : 이군자,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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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 5>

안경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조연경 ․ 전인철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안경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인이 안경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제고를 통해 안경사
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법: 대상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였다.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각 항목별로 질문지
를 분류하여 세부항목을 만든 후 온라인 설문지(Goggle)를 통해 배포했다.
결과: 일반인 대상으로 총 140개의 응답 결과지가 수거되었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자
65명 (46.4%), 여자 75명(53.6%)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20대(22.5%), 30대
(19.9%), 40대(20.3%), 50대 이상(37.3%)이었고, 대상자의 학력은 고졸(26.8%) 대졸
(55.3%) 대학원이상(17.3%)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안경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에서
시력보건 전문 의료기사(47.4%)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안경 및
콘택트렌즈 판매원(40.8%)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었다. 안경사의 주요업무가 시력보건
전문 의료기사라고 생각을 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시력검사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안경원방문(39.5%)보다 안과방문(60.5%)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안경원 방문자
의 대부분은 처방에 만족(83.1%)하였다고 응답했다. 불만족(16.9%)을 느낀 고객들의 불만
족 사항은 검안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47%), 고객응대(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 안
경사를 배출하기 위한 안경사 국가고시 에 대한 설문에서 31.7%의 응답자가 국가고시 시
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일반인들은 안과에서 근무하는 시력검사자가 안경
사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48.8%로 나타났다.
결론: 일반인이 안경사의 주요업무를 시력보건 전문 의료기사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 판매자(40.8%)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가고시 시험을 통해 배출된 전문 안경사가 단순 판매사가 아닌 전문가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굴절검사나 양안시검사에 있어서 지식의 기반이 자리잡혀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조연경, yktender@naver.com
교신저자 : 전인철,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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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 6>

시기능훈련이 Big 5 성격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성 분석

장희정 ․ 임현성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시기능훈련이 Big 5 성격에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교정시력 1.0이상의 20대 성인 남녀 33명을 대상으로 시기능훈련 전과 후의 양안시
검사와 Big5 성격검사(25문항 5점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양안시이상 분류에 따른 개인별
시기능훈련 도구를 선정하여 시기능훈련을 실시하였다.
결과: 외향성은 Q4(very high) 시기능훈련 전 21.2%, 훈련 후 12.1%이었고, 우호성은
Q4(very high)가 훈련 전 15.1%, 훈련 후 24.2%이었다. 성실성은 Q4(very high)가 시기능
훈련 전 9.1%, 훈련 후 21.2%이었고, 신경증은 Q4(very high)가 시기능훈련 전 18.2%, 훈
련 후 18.2%이었으며, 개방성은 Q4(very high)가 시기능훈련 전 18,2%, 훈련 후 15.2%의
빈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시기능훈련 전 양안시검사 항목에서의 상관관계에서는 그래디언
트 AC/A는 신경증(r=.551,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BI blur (N)는 신경증
(r=-.380, p<.05)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향성은 성실성(r=.685, p<.01), 개방성
(r=.710,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신경증(r=-.357, p<.05)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실성은 신경증(r=-.345, p<.05)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개방성(r=.618,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시기능훈련 후 그래디언트 AC/A는 외향성(r=.445,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BI recovery(N)는 신경증(r=-.346, p<.05)과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외향성은 성실성(r=.542, p<.01), 개방성(r=.523,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호성은 개방성(r=.477,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시기능훈련 전 그래디언트 AC/A는 신경증(r=.551,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나 시기능훈련 후 그래디언트 AC/A는 외향성(r=.445,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실성은 개방성(r=.385,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시기능 훈련 전 성실성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던 신경증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시기능훈련 전과 후의 Big5성격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향상된 양안
시 결과의 일부에 기초자료 활용도로 제공 되고자한다 .

발 표 자 : 장희정, hee7142@naver.com
교신저자 : 임현성, wisestar0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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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발표 - 7>

비정시 군인용 다목적 안경의 호환성 연구
구본엽1 ․ 진용갑1 ․ 이우철2 ․ 윤문수3 ․ 박진태4 ․ 이항석1 ․ 이교은1 ․ 임현성1 ․
장재영1 ․ 홍세민1 ․ 마기중1
1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 2을지대학교 의료공학과 ․

3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 4국방부 물자관리과

목적: 비정시 군인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안경의 특성을 분석하고, 호환성 다목적 안
경을 제작하고 평가하여 비정시 군인의 시력과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방법: 비정시 군인용 일반 안경과 파편 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클립)의 착
용 전·후 크기(렌즈 삽입부, 연결부 및 전면부 길이)를 측정하고, 정점간거리와 안면각
및 경사각을 분석하여 호환성을 분석하였다. 3D 스캐닝 및 프린팅을 사용하여 바이오레
진(Bioresin) 재질의 호환형 다목적 안경을 제작하고, 비정시 군인 37명(21.08±0.89세)
을 대상으로 원거리 고대비 및 저대비 교정시력, 양안 시야 및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
였다.
결과:

정점간거리,

안면각

및

경사각은

파편

방호용

안경에서

18.17±0.24mm,

20.17±0.24° 및 10.17±0.24°로 가장 컸으며, 호환형 안경은 일반 안경과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원거리 고대비 및 저대비 교정시력(logMAR)은 파편 방호용 안경보다 호환
형

안경에서

더

높았다(p<0.05).

양안

시야는

호환형

안경에서

상하좌우

각각

17.98±5.17°, 33.94±8.64°, 46.09±8.09° 및 46.17±7.81°로 파편 방호용 안경보다 증
가하였으나 하방에서만 유의하였다(p<0.05). 전반적 만족도는 파편 방호용(2.24±1.09
점)보다 호환형 안경(3.30±1.22점)에서 더 높았다(p<0.05).
결론: 비정시 군인에게 제공되는 파편 방호용 내부 장착 안경은 일반 안경보다 렌즈삽입
부가 더 작고, 정점간거리와 안면각 및 경사각이 커서 교정시력 저하, 시야 감소 및 시
각적 불편함이 발생하여 전반적 만족도가 낮았다. 호환형 안경은 파편 방호용 안경보다
교정시력과 시야가 증가하고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호환형 안경
은 비정시 군인의 시각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 표 자 : 구본엽, onyoukoo@gmail.com
교신저자 : 마기중, kcmah@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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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

Predicting the incidence of conjunctivitis
in Korea using Google Trends
Soo Jin Kim1 ․ Jinho Kim2 ․ Hyeong Sik Ahn3
1

Health Healthy Life Practice Team,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Dept. of Public
Policy and Hospital Managemen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
2

Dept. of Social Network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3

Dept. of Preventive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rpose: In order to verify the possibility of using big data as medical data, we try
to conduct a prediction research on the number of patients with conjunctivitis using
Google Trends. We propose a preprocessing method and analysis method of Google
Trends, and discuss how to find patterns of nonlinear data by applying machine
learning. This will confirm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big data as medical data.
Methods: We collected Google trends data for key words extracted from literature
review. The multi collinearity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was verified through the VIF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collected variables, and the variables were
integrated and removed.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support vector regression analysis,
the decision tree regression analysis, the random forest regression analysis, and the
gradient regression analysis are analyzed.   and RMSE were used to measure the
fit of the estimated model.
Results: We confirmed that the random forest show the best performance with  
=0.64 for all cases.

We confirmed the predictability the number of patients with

conjunctivitis with Google Trends .

We also confirmed gradient boosting (   =0.51),

and Decision Tree (   =0.41).
The element importance of random forest regression analysis confirms that yellow
sand and swimming pool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prediction of the
outbreak of conjunctivitis.
Conclusions: In this study, it was proved that non linear medical statistical problems
such as prediction of patient numbers can be solved through utilization of big data
such as Google trends and machine learning without medical statistical data.

발 표 자 : Soo Jin Kim, pbhealth@khealth.or.kr
교신저자 : Hyeong Sik Ahn, ahnhs@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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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

선글라스 렌즈와 스마트 글라스 필터의 투과율 비교 연구

김슬기 ․ 김달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최근에는 모바일 장치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HMD형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스마트 글라스의 필터(filter) 부분은 별도의 전용규격이
없고, 용도에 따라 선글라스로 분류되어 그 규격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연구는 상
업용 일반 선글라스 렌즈와 HMD형 스마트 글라스 필터의 투과율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보
완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방법: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선호 선글라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서 판매되는 회색 및 검정색 선글라스 렌즈의 투과율 측정 데이터와 현재 상업적으로 판매
되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E사, G사)의 필터의 투과율 측정 데이터를 비교․분석 하였다.
결과: ISO에서 제시하는 가시광선 범위는 280 nm에서 780 nm이며 580 nm가 중심파장으
로 설정되어 있다. E사 제품들의 투과율은 각각 38.6 %와 37.9 %이었으며, G사 제품의
투과율은 14.2 %였다. 일반 선글라스 렌즈의 투과율은 중심파장(580nm)에서 평균 15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ISO 표준 선글라스 범주들 가운데 카테고리 3에 해당하며 400 nm 이
하의 모든 광선을 차단하는 것이다. 10개의 선글라스 중 2개만 카테고리 2에 속했다. 스마
트 글라스 제품들 가운데 E사 제품은 카테고리 2, G사 제품은 카테고리 3에 해당하였다.
결론: 스마트 글라스 착용자는 가상 또는 증강 현실 영상과 외부의 실제 시야를 동시에 시
각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작동 환경이나 용도에 맞도록 스마트 글라스 필터의 투과율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글라스 가운데 눈부심이 많은 환경에 노출
되는 장비라면 ISO 규격 카테고리 2보다는 카테고리 3에 맞는 선글라스 필터 투과율을 설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김슬기, seulgikim@seoul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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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

1905~1926년의 기간 동안 신문광고에 나타난
근대 안경원 산업의 태동 및 발전 양상
김미진 ․ 김달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연구배경: 국내 안경 산업은 일제강점기에 안경원이 등장하면서 상업화․전문화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안경원 산업의 근대화 과정을 당시 인쇄매체의 광고들을 통
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광고는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상
업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에 근대 안경원이 등장한 시기인 1920년대를 전
후하여 인쇄매체에 실린 안경에 대한 광고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안경 산업의 태동과 발전
양상을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원 산업 초창기 신문광고에 등장한 안경은 개화기의 새로운 문물들을 소개하는
광고나 양복 부속용품 광고에서 액세서리로 간주되었으나, 1920년대 이후로 안경 자체가
독립된 광고 주제로 지면이 할당되기 시작하였고 안경원에 관한 광고 역시 안경에 대한 전
문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결론: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 동안 국내 인쇄매체에 나타난 안경광고들을 수집․분석하여
근대 안경원 산업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안경원 산업 초기에는 안경이 독립된 상품
이 아닌 주얼리, 시계 등과 함께 취급되는 품목이었으나, 1920년대 이후 다른 상품들과 분
리되었고 근대적인 안경원이 등장하면서 전문화된 상품으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발 표 자 : 김미진, itsmee@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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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4>

The Effect of Using Smartphone on Binocular Function
Ji-eun Kim1,2 ․ Jung-un Jang1 ․ Hyun-sung Leem1
1

Dept. of Optometry, Ga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Eulji University, Seongnam, Korea ․
2

Master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Marshall B. Ketchum University, Fullerrton, U.S.A

Purpose: We were look at the extent to which the power of congestion and the
ability to control after eye exercises are changed using smart phone applications.
Methods: We studied 19 to 25 years old college students who had no ocular disease
and

visual

surgery

experience

and

had

no

problems

with

convergence

and

accommodation, and who had more than 1.0 for distance vision. An ARK(Autorefracto keratometer) and poropter were used to measure the refraction of the
students. After that students wear a glasses for distance and checked Near point of
convergence (NPC test) and Near Point of Accommodation (push-up test). Students
doing smartphone game 30minutes on full correction and measuring repeatedly.
Results: The study result show that the mean variation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were increased 2.3 cm for the Near point of convergence, and the mean
variation were approximately 1.00D for the Near Point of Accommodation. The higher
the age and the higher the refractive error of the students were more affected by the
convergence and accommodation of control after using the smartphon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congestion and
concomitant deterioration in continuous smartphone work. However, after a sufficient
rest, it were recovered again.
Conclusions: As a result, consecutive short-distance work induces congestion and
loss of control, so proper rest and control of work time are necessary.

발 표 자 : 김지은, 680499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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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

Improving Effect of Myopic Regression and Glare
in post Refractive Surgery
Ji-eun Kim1,2 ․ Jung-un Jang1 ․ Hyun-sung Leem1
1

Dept. of Optometry, Ga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Eulji University, Seongnam, Korea ․
2

Master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Marshall B. Ketchum University, Fullerrton, U.S.A

Purpose: To investigate the improving effect of eyesight correction and glare using
glasses and contact lens with the cases of subject having myopic regression after
performing refractive surgery.
Methods: To ask 8 patients visiting an optical vision center due to myopic regression
after refractive surgery about the operation time, environment where discomfort is felt
in seeing, and major discomforts. They were revised with glasses and contact lens
by measuring the uncorrected visual acuity and corrected visual acuity after being
asked. The measuring was performed using AR-K(RK-5, Canon, Japan), Phoropter
(HRT-7000, Huvitz, Korea). Full correction values were prescribed and we were
confirmed improvement of discomfort.
Results: The average postsurgical months were 90 months periods, the average
uncorrected visual acuity were OD ave. 0.77, OS ave.0.61, OU ave.0.75, and the
average degree of regression was OD ave. -0.77D, OS ave. -0.84D. The corrected
visual acuity were OD1.0, OS1.0 and OU 1.0. 4 patients out of 8 had discomforts
due to glare and blur vision, and the other discomforts were drying, asthenopia, etc.
There were satisfying result in improving glare in case of prescribing corrected
glasses or contact lens targeting patients with myopic regression.
Conclusions: Myopic regression can occur after refractive surgery as confirmed
above, and the discomforts such as glare can be improved in case of correction
using glasses and contact lens.

발 표 자 : 김지은, 680499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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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6>

안경원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식구조 및 선호도 분석
이주성 ․ 이재민 ․ 임현성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목적: 현 안경원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하고, 안경원 선호도를 분석하여
현 안경원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설문을 제작한 뒤 수도권 거주민 중심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5일간의 설문을 진행하였다. 5일 동안 총 357명의 설문을 받았고, 그 중 유효
한 답변만을 종합하여 총 311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결과: 설문 결과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력 검사의 제대로 된 시기 6개월 ~ 1
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안경에 대한 이미지를 패션 아이템이 아닌 생필품으로 생각하
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경원을 선택함에 있어 지리적 위치인
거리가 가장 중요한 선택 요소로 생각하였고, 그 다음이 가격적인 요소였다. 대다수의 사람
들은 다니던 안경원을 한 번 이상 바꾼 적이 있었고, 그 원인이 거리 문제가 주를 이루었
다. 이를 통해 가격적인 요소가 유리할지라도, 거리적 요소가 불리하다면 고객들은 찾지 않
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특히 가격적인 요소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비싸다, 가격정찰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설문의 마지막 문
항을 통해서 안경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안경원의 가격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자 할 때 프랜차이즈 안경원이나 일반 안경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었고, 이는 브랜드적인 요소보단 거리적 요소와 가격적인 요소가
소비자가 구매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 참여
자의 2/3의 사람들이 안경원의 검안에 대하여 신뢰한다고 답하였지만 30% 정도의 사람들
이 안과 시력 검사를 더 신뢰한다고 대답하였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안경을 제작하는 데 소
모되는 시간동안 기다리는 것에 많은 지루함을 느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루함을 해소
할 부가서비스가 있는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검안과 제품에 대하여 안경사로서의 전문성이
보이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기를 희망하였고, 편안한 분위기 형성 및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재 시력 검사 및 교체시기 통지와 같은 사후 고객 관리에 좀 더 신경써주기를 희망하는 양
상을 보였다.
결론: 현재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안경원에 대한 의식 구조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안경
원의 방향 설정과 안경원 경영 마케팅의 방향설정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발 표 자 : 이주성, dlwntjd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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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7>

검사 방법 및 원 ․ 근거리에 따른 우세안 비교 분석

장지희 ․ 이진솔 ․ 이준규 ․ 임현성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목적: 우세안의 검사방법 및 원 ․ 근거리에 따른 우세안의 변화 및 검사 간의 상관성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이 없는 20대 50명을 선정하였으며 Auto Ref-Keratometer (RK1, Topcon,
Japan)측정 후 포롭터(ACP-8, Topcon, Japan)를 이용하여 굴절검사를 하였다. 원 ․ 근거
리 우세안 검사는 양안 완전교정 상태에서 대표적인 우세안을 검사하는 방법인 pencil test
와 hole-in-the-card test를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22.78±1.50세 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굴절이상은 우안이
-3.44±3.66D이었으며, 좌안이 -3.18±2.62D로 중등도의 근시상태를 보였다. 50명의 우세
안

검사

결과

pencil

test에서

원거리와

근거리가

다른

경우가

2%이었고,

hole-in-the-card test에서 원, 근거리가 다른 경우가 8%로 나타났다. 검사 방법 별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는 9명(18%)이었으며, 반복 검사 후에 검사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는 4명(8%)이었다. 반복 검사 후 pencil test에서 5명(10%)의 검사값이 변하였고,
hole-in-the card test에서 6명(12%)에서 최초 검사값과 다른 우세안이 나타났다. 반복검
사 후 원근거리 변화를 보인 경우가 2명(4%), 근거리만 달라진 경우가 2명(4%), 원거리가
달라진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우세안 검사 방법에 따른 원근거리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났고, 반복 검사한
결과 검사 방법에 따른 변화의 차이가 나타났다. 검사거리 및 검사자에 따라서 우세안의 결
과가 일부 다르게 측정 될 수 있으며, 원근거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 표 자 : 장지희, jangju22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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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8>

안경원과 콘택트렌즈 전문점에서 콘택트렌즈 구매
선호도 조사
이선기 ․ 이종은 ․ 김정미 ․ 강봉훈 ․ 이은희
극동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안경원과 콘택트렌즈 전문점사이에서 콘택트
렌즈 구매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경원과 콘택트렌즈 전문점(오렌즈, 렌즈미,
렌즈나라 등)의 판매영업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 소재 중·고등학생 100명과 충북소재 대학생 100명 등으로 구성된 총 200명의
콘택트렌즈 착용자를 대상으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장소 및 선호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굴절이상교정방법 및 미용목적에서 10대인 중·고등학생은 안경착용(27%),투명콘택트
렌즈(6%), 컬러콘택트렌즈(35%), 안경과 투명콘택트렌즈 병행(22%), 안경과 컬러콘택트렌
즈 병행(10%)에서 안경 및 컬러콘택트렌즈 착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인 대학생은 안경
착용(4%),

투명콘택트렌즈(25%),

컬러콘택트렌즈(15%),

안경과

투명콘택트렌즈

병행

(34%), 안경과 컬러콘택트렌즈 병행(22%)에서 안경착용보다는 투명콘택트렌즈 및 안경과
투명콘택트렌즈 병용이 높게 나타났다. 착용 스케줄은 10대와 20대 모두 1달 착용 렌즈를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각각, 54% 와 45%), 그 다음으로는 일일착용이 10대에서 24%, 20
대에서는 20%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구매 장소로는 10대인 중·고등학생은 콘택트렌즈
전문점을 선호하였고, 20대인 대학생은 안경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이
유로는 콘택트렌즈 전문점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렌즈 종류 및 최신유행이 반영되는 컬
러콘택트렌즈의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 때문이라고 했으며, 안경원은 검안을 잘해주고, 콘택
트렌즈 전문성이 있어보여서 선호한다고 하였다.
결론: 안경원은 검안과 콘택트렌즈 전문성으로 선호되었고, 콘택트렌즈 전문점은 투명콘택
트렌즈와 컬러콘택트렌즈의 다양한 종류 및 저렴한 가격 등이 선호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두 곳의 선호하는 요인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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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9>

굴절이상과 안구의 고위수차

박창원1 ․ 김효진2
1

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 2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굴절이상과 안구의 고위수차 분석을 통해 굴절이상의 정도와 고위수차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과 각막에 이상 소견이 없는 젊은 성인 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굴절이상은
현성검사로

측정하였고

측정한

대상자의

등가구면

굴절력(Spherical

Equivalence

=

sphere+cylinder/2)을 이용하여 저도근시, 중등도근시, 그리고 고도근시로 구분하였다. 고위
수차는 VISX WaveScan system을 이용하여 현성상태에서 환자 개개인의 안구 수차를 측정
하였다. 총 안구 고위수차, 구면수차, 코마, trefoil을 분석하여 굴절이상 정도와 고위수차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 굴절이상의 정도에 따라서 저도, 중등도 그리고 고도근시에서 총 고위수차는 각각
0.358±0.076, 0.433±0.112, 그리고 0.428±0.123으로 저도근시와 중등도 근시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9). 그러나 코마수차, 트레포일, 구면수차는 저도근
시에서 각각 0.168±0.077, 0.248±0.064, 0.145±0.073, 중등도 근시에서 0.162±0.077,
0.262±0.068,

0.203±0.122

그리고

고도근시에서

0.183±0.102,

0.293±0.077,

0.152±0.100으로 세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721, p=0.140, p=0.082) 연구대
상자의 근시도가 증가할수록 안구 총 고위수차도 증가하였으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r2=0.201), 코마와 트레포일, 구면수차는 근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r2=0.019, r2=0.029, r2=0.178).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근시도가 높은 경우에 시력의 질과 관련된 시기능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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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0>

눈꺼풀처짐의 유병률 조사

김세진1,2 ․ 김효진1,2
1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 2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소아의 눈꺼풀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동공을 가려 시력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한국인에서 눈꺼풀처짐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소아와 성인에서 그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 (2010년) 자료의 만3세부터 59세

까지의 6,118명 중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6,054명이다. 평균 연령 31.25±16.67세로 남자는
2,782명(45.5%), 여자는 3,336명(54.5%)이었다. 눈꺼풀처짐은 유병여부를 분석하였고, 좌
우안에서 각각 MRD와 Levator function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MRD는 1.0
mm 미만, 1-1.9 mm, 2-2.9 mm, 3-3.9 mm, 4.0 mm이상으로 분류하였고, levator
function은 4 mm이하, 5-7 mm, 8-11 mm, 12 mm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자의 252명에서 눈꺼풀처짐이 나타나 유병률은 4.1%를 보였다. 남자는
163명(5.9%), 여자는 89명(2.7%)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0.001). 연령별 유병률
은 3-9세가 44명(5.3%), 10-19세가 76명(7.1%), 20-29세가 7명(1.0%), 30-39세가 23명
(1.9%), 40-49세가 36명(3.1%), 50-59세가 72명(6.2%), 60-69세가 150명(14.6%)이었다.
우안과 좌안에서 MRD가 2.0 mm이상인 경우는 각각 48.6%와 48.6%였다. Levator의 기능
이 4 mm이하와 5-7mm를 보인 우안과 좌안은 각각 0.2%와 1.2%, 그리고 0.2%와 1.3%
였다. 특히 3-9세에서 Levator의 기능이 fair 이하인 경우는 좌우안 모두 1.2%였고, 10-19
세에서는 우안이 2.5%, 좌안이 2.6%였다.
결론: 만3세에서 59세까지의 한국인에서 눈꺼풀처짐 유병률은 4.1%였고, 남자가 5.9%로
여자 2.7%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젊은 성인에 비해 아동의 유병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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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1>

실내 오염물질과 건성안의 상관성

김세진1,2 ․ 홍경희3 ․ 김효진1,2
1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 2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 3성덕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실내에서 수업 등을 수강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의 실내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오염물질과 건성안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과 아산지역 초등학교 4개교와 어린이 1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1.34±1.27세로

남자가

54명,

여자가

60명이었다.

건성안은

dry

eye

questionnaire (DEQ)를 이용하여 자각증상에 대해 설문하였다. DEQ 설문은 6가지 눈증상
에 대해 0-4점으로 체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1점 이상이면 건성안으로 판단한
다. 실내 오염물질의 측정은 교실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중앙 한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오
염물질의 종류는 대표적인 실내 오염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를 선정하였
다.
결과: 전체대상자의 57명(50.0%)이 설문을 통해 한 개 이상의 눈증상을 호소하여 건성안으
로 조사되었다. 건성안 그룹과 정상 그룹이 노출된 환경 오염물질의 농도는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27.65 μg/m3와 24.33 μg/m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6). 건상안
그룹과 정상 그룹이 노출된 벤젠의 농도는 각각 5.08 μg/m3과 5.12 μg/m3였고(p=0.044),
톨루엔은 각각 80.77 μg/m3과 80.96 μg/m3(p=0.556), 그리고 에틸벤젠은 각각 8.00 μ
g/m3와 8.26 μg/m3였다(p=0.140). 또한 자일렌은 농도는 두 그룹에서 각각 6.72 μg/m3와
6.39 μg/m3였다(p=0.370). 실내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높을수록 건성안은 3.752배(95%CI,
1.096-12.853) 발병 확률이 높아졌다(p=0.035).
결론: 재실자의 건성안 유병률은 50%를 보였고, 높은 실내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건성의
발병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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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2>

교실 온습도와 건성안의 상관성
김세진1,2 ․ 홍경희3 ․ 김효진1,2
1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 2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 3성덕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신축된 학교 건물 내에서 수업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의 실내 온습도가 안구
자각증상 및 건성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법: 실내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방출될 것이라 여겨지는 신축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개 반의 어린이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평균 연령 10.21±2.38세, 남 76명, 여 57명).
건성안의 측정은 가장 기본적인 눈물막의 안전성 평가 방법인 눈물막 파괴 시간(Tear
Break-Up Time)을 측정하였다. 5초 이하는 건성안으로 진단하였고, 5~9 초는 충혈, 자극
감, 이물감 등을 동반하면 건성안으로 진단하였으며, 10초 이상은 정상으로 평가하였다. 안
구 자각증상은

Ocular Surface Disease Index(OSDI)를 이용하여 설문하였고, 정상, 경도,

중등도 및 중증으로 분류하였다. 온·습도는 교실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중앙 한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의 오전과 오후의 평균 TBUT는 각각 9.62±2.42초와 8.99±2.58초 였고,
건성안은 오전에 46.1%, 오후에 62.4%를 보였다. 6개 교실의 평균 온도는 24.88±2.49°로
20°부터 27.2°까지 있었다. 6개 교실의 습도는 평균 50.98±6.92%로 41%부터 57%의 범위
를 보였다. 교실의 온습도는 평균 온습도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건성안과 유병
률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오전의 건성안 유병률은 교실 온습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오후에 측정한 건성안은 교실 온도가 높을수록 5.28배(95% CI, 0.65-42.84)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19). 그러나 습도가 낮을수록 건성안은 15.56배
(95% CI, 1.86-30.42) 발병 확률이 높아졌다(p=0.011).
결론: 재실자는 오전에 비해 오후에 건성안이 증가하였고, 교실의 낮은 습도는 건성안의 발
병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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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3>

젊은 성인에서 안구 자각증상의 평가

김석화1 ․ 김태훈1,2 ․ 김효진1,2
1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 2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시각적 환경에 많은 시간 노출되어 있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요 시각적 불편함의
종류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자는 만 20-34세의 347명으로 남자가 142명, 여자가 205명 이었다. 직업으
로는 대학생이 183명(52.7%), 직장인이 164명(47.3%)이었으며, 안구 자각 증상은 Conlon
등이 개발한 설문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시각적 불편함의 자각 정도는 0점-24점일
경우에 Low discomfort group, 25점-48점일 경우에는 Moderate discomfort group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의 일일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시간, 흡연 경험, 눈 화장, 굴절수술 유
무, 콘택트렌즈 착용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Low와 Moderate discomfort group은 각각 306명(88.2%)과 41명(11.8%)이었고, 평
균 점수는 16.56점과 29.56점 이었다. 일일 평균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시간 미
만 20명(5.8%), 2~4시간 77명(22.2%), 4~6시간 57명(16.4%), 6시간 이상이 193명
(55.6%)이었고, 흡연 경험이 없는 사람은 301명(86.7%),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가끔
29명(8.4%), 매일 17명(4.9%)이었다. 직업에 따른 시각적 불편함은 다시 읽기, 움직임과
퇴색, 흐림과 복시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일일 평균 컴퓨터 및 스마트
폰 사용 시간에 따른 시각적 불편함은 두통, 다시 읽기, 움직임과 탈색, 흐림과 복시, 눈부
심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두통과 다시읽기, 안구
운동에서 불편함도 증가하였다.
결론: 직업, 일일 평균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 시간, 흡연 경험, 눈 화장 유무와 시각적
불편함의 자각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발 표 자 : 김석화, wocks@naver.com
교신저자 : 김효진, hjink@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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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시에서 시기능훈련의 사례 연구

이양훈1,2 ․ 김태훈1,3 ․ 김효진1,3
1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 2한국시기능훈련센터 ․ 3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내사시 및 하사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4주간의 시기능 훈련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자는 만 10세 여아로 외사시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를 받은 상태였고, 현재는
내사시와 하사시가 동반된 상태였다. 4주간 동안 주 2회씩 센터에서 50분씩 시기능 훈련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1일 20분씩 홈에서 시기능 훈련을 하였다. 환자의 균형감각, 신체중심
선 발달, 그리고 감각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방법을 설정하였다. 굴절검사, 양안 시기
능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시기능 훈련은 치료의 일관성을 위하여 동일한 검사자가 동일한
검사장비와 훈련도구를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였다. 시기능 평가로는 사시량을 포함
하여 굴절검사, 입체시, W4D, 원근 융합능력, 조절력, EOMs 그리고 조절용이성 검사를 포
함하였다.
결과:

환자의

교정

안경은

우안

S

+2.75D,

C-1.50D×180°,

좌안

S

+4.00D,

C

-2.00D×180°였다. 시기능 훈련 전에 편위량은 원거리 18PD ET, 좌안 14PD hypotropia
이었고, 근거리는 6PD ET, 14PD left hypotropia 이었다. 단안의 조절효능은 훈련 전에 각
각 12 cpm 이었고, 융합과 입체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시기능 훈련 후에 편위량은 원
거리 16PD ET, 12PD left hypotropia, 근거리 6PD ET, 12PD left hypotropia로 수평수직
모두 변화가 있었다. 조절효능은 훈련 후에 단안 15 cpm으로 증가되었으나 입체시력의 개
선은 없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 내사시 및 하사시로 내편위와 수직편위를 가진 아동에서 4주간의 시기
훈련은 일부 시기능에서 개선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시기능 훈련의 치료 및 평가가 필요하
다.

발 표 자 : 이양훈, missionck@naver.com
교신저자 : 김효진, hjink@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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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Optical Quality after Refractive Surgery
Chang Won Park1 ․ Hyojin Kim2
1

Dept. of Optometry, Baekseok Culture University ․ 2Dept. of Visual Optics and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Welfare, Baekseo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rovement of a patient’s
visual function with subjective symptoms and objective optical quality after refractive
surgery
Methods: We investigated the NEI-VFQ-25 questionnaire, OSI, MTF cut-off, strehl
ratio, OQAS, and width at 50% and 10% in 44 patients who had undergone LASEK.
The patients’ corrected visual acuity in both eyes had no change (0.7 and 0.7)
pre-operatively and 2 months post-operatively (0.8 and 0.8).
Results:

The NEI-VFQ-25 test was 70.84 ± 12.75 points pre-operatively and 79.95

± 5.22 points post-operatively. The satisfaction level regarding the patients’ visual
function increased. OSI also decreased to 2.54 ± 1.89 (OSI value) and 1.02 ± 0.43
(OSI value), and MTF cut off value improved from 16.73 ± 5.42 (C/deg) to 28.88 ±
7.60 (C/deg). Strehl ratio was improved to 0.08 ± 0.02 and 0.13 ± 0.03, width at
50% improved to 8.45 ± 2.78 and 5.61 ± 1.20 and width at 10% improved to 34.90
± 12.38 and 19.18 ± 7.20 pre- and post-operatively, respectively.
Conclusions: Optical quality using OQAS and subjective symptoms were evaluated in
LASEK patients. OSI, MTF cut off value, and Strehl ratio improved at 2 months after
LASEK.

발 표 자 : Chang Won Park, cwpark2011@bscu.ac.kr
교신저자 : Hyojin Kim, hjink@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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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6>

수직 유발사위에 의한 입체각 변화
오동현 ․ 이현지 ․ 신혜원 ․ 한명인 ․ 김지원 ․ 정예울 ․ 이정연 ․
정서윤 ․ 한도원 ․ 서우현 ․ 강현구 ․ 박경희 ․ 정연홍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수직 유발사위의 크기와 방향에 따른 대학생들의 입체각(angle of stereopsis) 변화
를 측정하여 사위 환자의 불편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좌·우

균형검사를

마친

정위상태의

대학생

24명

(20.71±1.54)을 대상으로 검사거리 40 ㎝에서 Random Dot Stereo Butterfly(Stereo
optical co, USA)의 Circles 시표로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우세안에 1.0△, 2.0△, 3.0△을
각각 기저방향 B.U.과 B.D.으로 사위를 유발시키고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편광안경과 프리
즘렌즈가 삽입된 시험테(Trial lens set)를 이중으로 장용하였다.
결과: 입체각은 프리즘을 삽입하지 않은 정위(0△)상태에서 평균 77.08˝(초)로 입체각이 작
아 원근의 구별능력이 정교하였지만 기저상방(B.U.)으로 1.0△(프리즘)을 유발하였을 때는
106.67˝이고 2.0△ 상태에서 177.92˝로 나타났다. 그리고 3.0△를 유발할 때에는 225.79˝
를 인식하였는데 대상자의 20.8%에 해당되는 5명이 입체시표를 전혀(첫 번째 입체시표는
입체각이 800˝로 쉽게 구분가능)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프리즘을 기저하방(B.D.)으로
1.0△, 2.0△, 3.0△ 유발하여 측정한 입체각은 각각 164.58˝, 204.76˝, 228.75˝로 나타났
다. 프리즘 B.D. 방향에서 첫 번째 입체시표를 2.0△은 3명(12.5%), 3.0△에서는 8명
(33.3%)이 인식하지 못하였다. 검사에서 입체각은 기저방향 B.U.으로 프리즘을 삽입할 때
가 B.D. 보다 더 작게 측정되어 원·근의 구별능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결론: 수직으로 유발된 사위는 입체시력에 영향을 미치며 프리즘 크기와 방향에 따라 입체
시를 포함한 일상적인 시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사위는 융합력의
관계에 따라 처방을 고려해야 하므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

발 표 자 : 오동현, odhmit12@naver.com
교신저자 : 정연홍, yhjeong@kook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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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7>

건성안 판별을 위한 타각적 검사방법과 자각적 검사방법의
상관관계 분석
장혜선 ․ 이채휘 ․ 서형민 ․ 조강현 ․ 김진태 ․ 정현욱 ․ 원규철 ․ 김동현 ․ 이치환
임동훈 ․ 서현실 ․ 서우현 ․ 강현구 ․ 정연홍 ․ 박경희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건성안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타각적 검사방법 및 설문지를 통한 자각적 검사
방법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임상에서 신뢰도가 높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 건강하고 신체질환이 없는 건강한 20대 대학생 59안을 대상으로 Schirmer test,
Keratometer를 이용하여 비침습성 눈물막 파괴검사(Keratometer, Topcon Co, OM-4), 침
습성 눈물막 파괴검사(Slitlamp, Topcon Co, SL-D7), 순목횟수를 각각 3번 측정하여 평균
값을

구하였다.

자각적

평가방법은

건성안

설문지인

SPEED(Standardized

Patient

Evaluation of Eye Dryness)점수를 활용하였다. 통계는 SPSS 20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
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결과: 대상안의 Schirmer test 평균값은 18.66±8.119이며 비침습성 눈물막 파괴시간은
12.03±6.209, 침습성 눈물막 파괴시간은 12.59±5.697, 순목횟수는 16.54±8.161이고 자
각적 건성안 설문지 SPEED 점수는 6.66±6.073이다. 타각적 검사방법과 자각적 검사결과
를 비교한 결과 침습성 눈물막 파괴검사와 SPEED 설문지는 상관관계는 있었으며(p<0.05),
Shirmer test, 비침습성 눈물막 파괴검사, 순목횟수 검사는 SPEED 설문지와 상관관계가 없
었다(p<0.05). 타각적 검사 중 비침습성 눈물막 파괴검사와 침습성 눈물막 파괴검사는 상
관관계가 있었으며(유의수준 0.05), 비침습성 눈물막 파괴검사와 순목횟수는 상관관계를 보
였다(유의수준 0.01).
결론: 건성안 판단을 위한 다양한 타각적 검사방법과 설문지를 통한 자각적 검사방법의 결
과는 검사방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였다. 타각적 방법 중 세극등을 통한 침습성 눈물막 파
괴검사와 자각적 검사결과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세극등 사용과 자각적 검사 결과를 반영
하여 건성안을 판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발 표 자 : 장혜선, dbtl9797@naver.com
교신저자 : 박경희, khpark@kook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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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8>

근시안에서 구면과 비구면 콘택트렌즈 착용 시
안구 구면수차의 변화
권 혁1,2 ․ 이군자2
1
2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rsity (SCCO), CA, USA ․

Dept. of Optometry,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Daejeon, Korea

목적: 근시안을 대상으로 구면 및 비구면 콘택트렌즈로 굴절교정 후, 구면수차의 변화를 관
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각막 굴절교정수술을 하지 않고 안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33명(평균 연령 : 23.03
± 2.89세, 평균 등가구면굴절력 : -3.28 ± 1.67 D, 66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굴절이상은
구면디자인의 콘택트렌즈(Lacelle, Bausch&Lomb, USA)와 비구면 디자인의 콘택트렌즈
(Biotrue, Bausch&Lomb, USA)로 각각 교정하였다. 구면수차는 Wavefront Analyzer
(KR-1W, Topcon, Japan)를 사용하여 기기에서 조정되는 암소시(scotopic, 0.006 lx)와 명
소시(photopic, 20 lx) 상태에서 3회 측정하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0.0)을 사용하여 나안과 구면 및 비구면 콘택트렌즈의 평균 비교는 one-way
ANOVA를,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암소시에서 나안 상태의 평균 구면수차는 0.022 ± 0.029 ㎛, 구면렌즈 착용 시에는
0.006 ± 0.028 ㎛, 비구면렌즈 착용 시에는 -0.014 ± 0.037 ㎛로, 콘택트렌즈 착용 시
나안상태보다 구면수차가 모두 감소하였다(p<0.0001). 대상안 중 양의 구면수차를 갖는 54
안(81.9%, 평균 구면수차 0.032 ㎛)이 구면렌즈를 착용한 경우에는 0.013 ㎛, 비구면렌즈
를 착용한 경우에는 0에 가까운 –0.006 ㎛로 측정되어 비구면렌즈 착용으로 구면수차가 더
감소하였다. 그러나 음의 구면수차를 가지는 12안(18.1%, 평균구면수차 –0.023 ㎛)이 구면
렌즈를 착용한 경우에는 평균 –0.026 ㎛로 변화가 없었으나 비구면렌즈를 착용한 경우에는
구면수차가 –0.052 ㎛로 구면수차가 음의방향으로 증가하였다.
명소시에서 나안 상태의 평균 구면수차는 0.015 ± 0.021 ㎛, 구면렌즈 착용 시에는 0.007
± 0.002 ㎛, 비구면렌즈 착용 시에는 -0.008 ± 0.021 ㎛로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구면수
차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01). 명소시 상태에서도 양의 구면수차를 가지는 61안
(92.4%)으로 구면수차는 평균 0.018 ㎛로, 구면렌즈 착용 시에는 평균 0.008 ㎛ 로 감소하
였고, 비구면렌즈 착용 시에는 평균 –0.006 ㎛로 구면수차가 감소하였다. 또한 음의 구면수
차를 갖는 5안(7.6%, 평균 구면수차 –0.016 ㎛)의 경우에서도 구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는 평균 –0.012 ㎛로 차이가 없었지만, 비구면렌즈 착용 시에는 평균 –0.04 ㎛로 비구면렌
즈 착용으로 구면수차가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젊은 성인의 경우 대부분 양의 구면수차를 갖게 되며 이러한 구면수차는 구면과 비구
면 렌즈 착용으로 감소하며, 특히 비구면렌즈 착용으로 구면수차가 대부분 제어되었다. 그
러나 일부 음의 구면수차를 갖는 대상안에서는 비구면렌즈 착용으로 구면수차가 제어되지
못하고 오히려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 표 자 : 권 혁, hyeok0905@naver.com
교신저자 : 이군자,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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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병증 환자에서 Medical 누진다초점안경 처방 후
시생활 만족도 개선 임상사례
장효승1,2 ․ 이군자2
1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rsity (SSCO), CA, USA ․
Dept. of Optometr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Daejeon, Korea

2

목적: 안경원에 방문하는 고객 중에는 당뇨망막병증 환자가 많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
초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경
우 일정하지 않은 시력변화로 안경처방이 어려운 편이다. 이에 본 임상사례에서는 당뇨망막
병증 환자를 Medical 누진다초점렌즈를 처방하고 시 생활 만족도가 개선되어 이를 임상사
례로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당뇨망막병증 환자 3명(남자 2명, 여자 1명, 평균연령 61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은 과거 누진다초점 안경에 대한 실패 경험이 있어 단초점안경만을 착용한 상태이
고, 눈부심을 호소하고 있어 Z사의 Classic, Superb 1.50 Medical F560 누진다초점 안경
렌즈를 처방하고 시력 개선효과와 시력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대상자의 누진다초점안경 처
방 후 시력은 안과처방전과 비교하였으며 원거리와 근거리 시력만족도는 5점 척도(1점~5
점)의 설문지 검사 값을 비교하였다.
결과: 케이스1 고객의 시력은 OD: S-0.25D C-0.50D *120, OS:S+0.75D C-0.50D *150,
교정시력 0.4였으며, OD: S-0.25D C-0.50D *90, OS: S+0.75D C-0.50D *150, ADD
+2.75D의 Medical F560 안경렌즈를 처방한 결과 교정시력은 0.8로 개선되었다. 설문결과
원거리시력 4.5, 근거리시력 5점으로 만족도 4.3으로 이전 안경과 비교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케이스 2 고객의 시력은 OD: S-3.25 C-1.00 *180, OS: S-3.25 C-1.50 *145,
교정시력 0.8이었으며, OD: S-3.25 C-1.00 *180, OS: S-3.25 C-1.50 *145 0.5 B.I,
ADD +2.00의 Medical F560 안경렌즈를 처방한 결과 교정시력은 0.9로 개선되었고, 설문
결과 원거리시력 3.75, 근거리시력4.5, 만족도 4.3으로 이전 안경과 비교하여 높은 만족도
를 보였다. 케이스 3 고객의 시력은 OD: S+1.25 C-1.25 *85, OS: S+0.75 C-1.00 *90,
교정시력은 0.7이었으며, OD: S+1.25 C-1.25 *85, OS: S+0.75 C-1.00 *90, ADD +2.75
D 의 Medical F560 안경렌즈를 처방한 결과 교정시력은 0.8로 개선되었으며, 설문결과 원
거리시력 4.5, 근거리시력4.5, 만족도 4.3으로 이전 안경과 비교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
다. 주간과 야간 시력만족도의 경우 주간보다 야간시력 만족도가 더 높았다.
결론: 망막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약물과 주사치료를 병행하기 때문에 시력변화가
유동적이다. 따라서 문진 시 망막질환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력변화가 유
동적이기 때문에 안과처방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번의 굴절검사를 통해 처방값을 결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특정 파장을 차단하는 렌즈를 처방하면 시야가 넓어지
고, 눈부심이 감소하며 시력개선효과를 보여 당뇨망막병증 등 망막질환 환자의 시력개선과
시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장효승, glasses4014@naver.com
교신저자 : 이군자,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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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재질의 투명렌즈와 서클렌즈 착용 후 눈물막파괴시간 비교
김현수 · 나경덕 · 정선교 · 강정현 · 양효진 · 조하영 · 주륜성 · 이정호
고아영 · 박강찬 · 서동원 · 이군자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목적: Hilafilcon B 재질의 투명 소프트렌즈와 서클렌즈 착용 후 비침입성눈물막파괴시간
(NIBUT, noninvasive tear break-up time)과 침입성눈물막파괴시간(TBUT, invasive tear
break-up time)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이 없으며 굴절교정수술을 받지 않은 20대 콘택트렌즈 착용자 30명(60안)을
대상으로 OSDI(Ocular surface disease index) 설문지 검사를 이용하여 0 ~ 32점까지는
정상안으로, 33점 이상은 건성안으로 구분하였다. 투명 소프트렌즈는 Bausch+Lomb의
SofLens을 사용하였고, 서클렌즈는 동일사의 Naturelle을 사용하였다. 두 렌즈는 모두 함수
율 59%, DIA 14.2 mm, BC 8.6 mm이며 재질은 Hilafilcon B로 구성된 렌즈로 피팅 상태
는 모두 이상적인 상태를 보였다. 눈물막파괴시간은 콘택트렌즈 착용 전과 투명 소프트렌즈
와 서클렌즈 착용 2시간, 4시간 및 8시간 후에 각각 측정하였으며, 투명 소프트렌즈와 서
클렌즈는 무작위 순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두 렌즈는 3일의 간격을 두고 착용하도록 하였
다. 모든 검사는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 모든 값은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NIBUT는 Auto refractor keratometer (KR-8100P)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TBUT는 Fluorescein strip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NIBUT 검사를 먼저하고
TBUT검사는 플루레신이 눈물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마지막에 하였으며, 각각의
검사는 10분 간격을 두고 측정하였다.
결과: OSDI 평균값은 정상안 16.78±6.95점, 건성안 39.03±7.03점으로 나타났으며 NIBUT
는 정상안 6.03±0.09초, 건성안 5.00±0.10초, BUT는 정상안 5.72±0.08초, 건성안
4.60±0.10초로 측정되었다.
정상안에서 투명렌즈 착용 2시간, 4시간 및 8시간 후 NIBUT는 각각 5.59±0.38초,
5.47±0.41초 및 5.37±0.42초로 8시간 후에는 착용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0.021), TBUT는 각각 5.22±0.57초, 5.11±0.56초, 4.92±0.64초로, 8시간 후에는 착용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정상안에서 서클렌즈 착용 2시간, 4시간 및 8시간
후 NIBUT는 각각 5.42±0.39초, 5.32±0.38초, 5.22±0.40초로 8시간 후에는 착용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BUT는 각각 5.10±0.62초, 5.05±0.65초, 4.78±0.65초로 8
시간 후에는 착용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정상안에서 서클렌즈 착용 후
NIBUT와 BUT는 모두 투명렌즈 착용 시보다 유의하게 짧았다(p<0.05).
건성안에서 투명렌즈 착용 2시간, 4시간 및 8시간 후 NIBUT 평균값은 각각 4.35±0.66초,
4.29±0.69초 및 4.18±0.67초로 8시간 후에는 착용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BUT는 각각 4.35±0.54초, 4.26±0.53초, 4.15±0.55초로 8시간 후에는 착용 전보다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p=0.037). 서클렌즈 착용 2시간, 4시간 및 8시간 후 NIBUT는 4.29±0.67
초, 4.22±0.68초, 4.04±0.67초로 8시간 후에는 착용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0.05), BUT 평균값은 4.21±0.53초, 4.17±0.52초 4.07±0.52초로 8시간 후에는 착용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2). 건성안에서도 서클렌즈 착용 후 NIBUT와 BUT는
모두 투명렌즈 착용 시보다 유의하게 짧았다(p<0.05).
결론: 투명렌즈와 서클렌즈 착용 후 NIBUT와 BUT는 착용 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고 착용
시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서클렌즈 착용 후 NIBUT와 BUT는 투명렌즈 착용
후와 비교하여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 표 자 : 김현수, kimhyun_soo@naver.com
교신저자 : 이군자,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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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교체용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제품에 대한 착용자
만족도 조사
김혜빈1,2 · 김수연3 · 김지은3 · 이군자1
1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한국 ․

2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rsity(SSCO), USA ․
3

다비치 안경체인

목적: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멀티포컬 콘택트렌즈에 대한 착용자의 원·근거리 시력 만족
도와 착용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과 및 전신 질환이 없고 근거리시력에 불편함이 있는 성인(평균 연령 45 ± 11.34
세) 중 난시도가 –1.00D 미만이며 가입도가 +0.75 D 이상인 30명 중 미응답 및 중도 포기
착용자 8명을 제외한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는 Somafilcon A 재질
의 클라리티(Clariti 1 Day Multifocal, 쿠퍼비젼), etafilcon A 재질의 모이스트( 1 Day
ACUVUE
MOIST
Multifocal,
한국존슨앤드존슨),
Delefilcon A
재질의
토탈원
(DAILIESTOTAL1® Multifocal, 알콘) 3개 제품을 사용하였다. 콘택트렌즈별로 1일 2회 설문
진행하였고 모이스트, 클래리티, 토탈원의 2일 씩 착용하도록 하고 총 12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착용감 만족도, 건조감, 눈 시림, 충혈, 전체적 선명도, 근거리 선명
도, 원거리 선명도로 구성된 7가지 문항으로 작성하여 오전 10시 착용 1시간 후에 1차 설
문조사 진행하였고, 오후 6시 빼기 직전에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차 설문에서는 착
용 및 제거의 수월함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설문지는 5점 척도로 구성하고 점수가 높
을수록 만족도가 높도록 구성하였으며 응답한 만족도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통계분
석은 각각의 설문 값 평균 비교를 위하여 SPSS(version 21.0) 프로그램의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착용 1시간 후 및 콘택트렌즈 제거 직전 실시한 설문결과에서
착용감에 대한 만족도는 모이스트(4.06), 클래리티(3.77) 토탈원(3.70) 순으로 모이스트가
유의하게 높았다(p=0.029). 건조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만족도는 모이스트(3.93), 클래리
티(3.70), 토탈원(3.64)의 순서로 모이스트가 유의하게 높았다(p=0.023), 눈시림를 느끼지
않았다는 모이스트(4,18), 클래리티(3.84), 토탈원(3.52)의 순서로 모이스트가 유의하게 높
았다(p=0.014), 충혈이 적었다는 만족도는 모이스트(4.32), 클래리티(3.94), 토탈원(3.59)의
순서로 모익스트가 유의하게 높았다(p=0.021). 전체적 선명도는 모이스트(3.53), 클래리티
(3.44), 토탈원(34.1), 스마트폰 보기 등의 근거리 선명도는 모이스트(3.50), 클래리티
(3.44), 토탈원(3.41), 원거리 시력 만족도는 모이스트(3.69), 클래리티(3.53) 토탈원(3.34)
로 나타났으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착용감 관련 만족도는 하이드로겔 재질의 모이스트 멀티포컬 콘택트렌즈가 좋은 평가
를 받았고, 시력에 대한 만족도는 세 종류의 렌즈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는 콘택트렌즈 착용 순서가 맹검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상자 수가 적다는 한계성이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 표 자 : 김혜빈, hbk468@naver.com
교신저자 : 이군자,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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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자극이 동반된 상태에서 미교정상태가 굴절이상안의
가독성과 암기력에 미치는 영향
이상우 ․ 이배원 ․ 백종휘 ․ 임준호 ․ 박원준 ․ 신연주 ․ 김우정 ․ 김주영
강국영 ․ 김진수 ․ 이군자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목적: 청각자극이 동반된 상태에서 근시와 난시의 미교정 상태가 글자인식능력 및 암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원거리 교정시력이 1.0 이상이며 안과적 병력이 없는 건강한 20대 성인 남녀 중 –
1.00 D 이상의 근시안 60명과 난시도 –1.00 D 이상의 난시안 20명 총 80명(160안)을 대
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5 ± 2.7 세, 평균 등가구면굴절력은 –4.46
D(-1.00 D ~ -9.50 D)였으며, 근시안은 약도근시군, 중등도근시군 및 고도근시군으로 세
분하였다. 근시안은 굴절이상을 시험안경테로 완전교정한 상태(완전교정군)와 -1.00 D 미
교정한 상태(미교정군) 및 양안을 모두 차폐한 상태(차폐군)에서, 난시안(20명)에는 난시도
–1.00D를 완전교정한 상태와 -1.00 D 미교정한 상태 및 차폐 상태에서 가독성과 암기력
검사를 실시한 후 정답률을 비교하였다. 가독성과 암기력 검사는 동일한 거리의 글자 시표
를 보여주고 글자와 일치하는 음성 녹음을 들려준 뒤 시표 상의 글자를 몇 개 정확히 기억
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이 때 시표는 규칙성이 없는 일련의 글자들을 배열하여 연상 능력에
의한 암기를 배제하였다. 또한, 선행 학습에 의한 암기력을 배제하기 위해 각각의 3가지 실
험마다 배열을 달리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1을 사용하여 평균값은 Kruskal
Wallis H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상관성은 Spearman 상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선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결과: 근시 그룹의 정답률은 완전교정상태 36.0%, 미교정상태 24.7%, 차폐상태 26.1%로
완전교정 상태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5), 미교정상태와 차폐상태는 차이가 없었다
(p>0.05).

근시 정도에 따라 약도근시군, 중등도근시군 및 고도근시군의 완전교정상태와

미교정상태의 차이값을 ‘불편도’로 정의하고 근시도에 따라 상관분석한 결과 약도근시에서
는 상관성이 낮았으나 중등도 및 고도근시군에서는 근시도에 따라 중등도의 상관성(r=
0.486)을 보였고 근시도가 높아질수록 불편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선형회귀분석에 의
한 R2 값은 0.236으로 23.6%의 설명력을 보였다. 난시안에서 정답률은 완전교정상태
39.67%, 미교정상태 25.33%로 완전교정 상태에서 정답률이 높았다(p<0.05).
결론: 근시안에서 –1.00 D의 미교정 상태에서는 눈을 차폐한 상태와 유사한 수준의 암기력
을 보였고 완전교정상태보다 암기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편도는 고도근시안에
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시안에서도 –1.00 D의 미교정 상태는 완전교정상태보다 암
기력이 저하되었다.
발 표 자 : 이상우, wkdrn0988@naver.com
교신저자 : 이군자,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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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3>

Effect of artificial anisometropia on stereoacuity
Seung-Woo Lee ․ Byung-Gil Ryu ․ Min-Young Lee ․ Ki-Seok Lee ․ Mi-A Jung
․ Hae-Jung Lee
Dept. of Optometry,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Purpose: To find out a change in stereopsis of artificial anisometropic eyes induced
by adding lens power in those with normal binocular vision
Methods: Twenty one subjects (male: 13, female: 8; 23.81 ± 2.87 years) with normal
vision and stereopsis were participated. First, test for the dominant eye was
performed. To avoid experimental bias regardless of the dominant or non-dominant
eye, the level of stereopsis was screened with adding a (+) and (-) lens to the right
eye from 0.50 D to 2.00 D as a step of 0.50 D, and after 1 week the same
procedure was performed with the left eye. Willcox signed rank test for the change
of stereopsis, and Mann-Whitney U test for comparison of gender were appli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1.
Results: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hen comparing between the
dominant and the non-dominant eye in each different lens power,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comparison of + 1.50 D and - 1.50 D lens adding into the
dominant eye (p<0.05, Z=-2.519). It was shown that when comparing between
stereopsis under full correction and stereopsis under correction induced by adding a
different lens power to one eye (from 0.50 D to 2.00 D), all of lens powers were
shown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In comparison of gender, statistical difference
was found in the dominant eye added a lens of –1.50 D

(Z=-2.441, p=0.015).

Conclusion: Under binocularly full correction, stereopsis was decreased as the
increase of lens power when adding a spherical lens to the non-dominant eye as
well as the dominant eye, especially stereopsis was dramatically decreased with (+)
type of lens. Therefore, it would be careful in correction to those with normal vision
as well as those with anisometropia contributing to the decrease of stereopsis
especially, in different gender.

발 표 자 : 이승우, tlrmfk2@naver.com
교신저자 : 이기석, skialee@y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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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4>

콘택트렌즈의 착용 후 폐기처분에 대한 실태 조사
박일남 ․ 권민선 ․ 박지웅 ․ 이기석 ․ 정미아 ․ 이혜정
여주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렌즈 착용 후 폐기처분 방법, 그와 관련된 정보, 교육 여부 등
미세플라스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방법: 본 실태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65명(21.48±7.64세)으로 렌즈의 주 구매처, 착
용기간, 사용 후 폐기방법, 폐기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여부 그리고 잘못된 폐기처분으
로 인한

환경오염의 인식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주 구매처는 안경원(50%)과 렌즈 샵(48.3%) 이었으며, 구매
시 렌즈 사용 후 폐기처분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는지 대해서는 ‘없다’(78.3%), ‘있
다’(21.7%)로 나타났다. 사용 후 렌즈의 폐기처분 방법으로는 ‘매립용 쓰레기’(45.6%), ‘재
활용 쓰레기’(29.6%), ‘화장실을 통한 배수구’(16.8%), ‘기타’(8%) 순으로 응답하였다. 콘택
트렌즈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다’(73.4%), ‘없다’(25.6%)로
나타났으며, 평소 콘택트렌즈 폐기처분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는 ‘없다’(87.5%), ‘있다’(12.5%)로 나타났다.
결론: 콘택트렌즈 착용 후 잘못된 폐기로 발생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오염과 이에
대한 교육과 정보의 전달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렌즈 구입의 주 구매처인 안경
원과 렌즈 샵은 물론 각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도 렌즈 폐기처분 방법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 표 자 : 박일남, hpin9661@naver.com
교신저자 : 이혜정, hjlee@y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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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5>

난시성 흐림에 의한 보행패턴의 변화

배지인 ∙ 유동식 ∙ 문병연 ∙ 조현국 ∙ 김상엽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원주렌즈로 유발된 각 유형별 난시성 흐림이 보행패턴의 변화를 발
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평균나이 22.57±2.24세의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완전교정 상태에서 +1.00 D,
+2.00 D, +3.00 D, +4.00 D 원주렌즈의 축방향을 양안에 180°, 90°, 그리고 우안 45°/좌
안 135° 방향으로 시험테에 장입하여 직난시, 도난시, 그리고 사난시를 정도별로 유발하였
다. 실험대상자가 트레드밀 위에서 10초 동안 4km/h속도로 보행하는 동안 보행분석계
(Optogait, Hospi, Italy)를 통해 대상자의 활보길이(한쪽 다리의 뒤꿈치에서 앞으로 전진
해 있는 동측다리의 발뒤꿈치까지의 거리)와 분당보폭수(단위시간당 일어나는 보폭의 수를
말하며 step/min으로 나타남)를 각각 반복 측정하여 완전교정상태에서 측정한 값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C+1.00 D로 유발된 근시성단성직난시는 완전교정상태와 비교해 활보길이를 짧게 하
고(p=0.024, F=3.372), 분당보폭수를 증가시키는 보행패턴의 변화를 유발하였다(p=0.016,
F=3.734). 근시성단성도난시와 사난시에서도 완전교정상태와 비교해 활보길이가 짧아지고
분당보폭수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결론: C-1.00 D 이상의 미교정된 근시성단성직난시로 인한 시각정보는 보행 시 활보길이
와 분당보폭수를 변화시켜 보행패턴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
한 난시교정은 안정적인 보행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배지인, qowldls11@naver
교신저자 : 김상엽, syk@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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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6>

가시성이 저하될 경우 시력의 변화

이지윤 ∙ 유동식 ∙ 조현국 ∙ 김상엽 ∙ 문병연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원거리 주시 시 방해가 되는 물체를 설치한 후 발생하는 시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과질환 또는 약물복용경험이 없는 평균연령 23.20±1.32세의 10명을 대상으로 완
전교정시력을 측정한 후, 눈앞 5, 15, 30cm지점에 격자(200⨉280mm  , 구경 3mm)를 두
었을 때 시력의 변화와 교정굴절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 완전교정시력은 단안 1.03±0.08, 양안 1.08±0.10이었다. 격자를 눈앞 5, 15, 30cm
지점에 설치하였을 때 단안시력은 각각 0.99±0.06, 0.96±0.09, 0.89±0.17로 감소하였고
(p<0.05), 양안시력은 각각 1.04±0.08, 1.03±0.09, 0.98±0.10로 감소하였다(p<0.05). 격
자의 거리에 따라 단안은 각각 S-0.08±0.29D, S-0.15±0.17D, S–0.35±0.24D만큼, 양안
은 각각 S-0.07±0.12D, S-0.10±0.17D, S-0.28±0.25D만큼 교정구면굴절력이 증가하였
다(p<0.05).
결론: 눈앞의 시각적 방해요소에 의해 가시성이 저하될 경우, 피검자의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발 표 자 : 이지윤, wl4087@naver.com
교신저자 : 문병연, bymoon@kan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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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7>

주시 각도에 따른 (+)렌즈의 두께 차이

사종환 ․ 유동식 ․ 조현국 ․ 김상엽 ․ 문병연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각 회사별 (+)렌즈의 주시각도에 따른 두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개 회사의 렌즈들 중 +2.00D~+6.00D의 중굴절률, 고굴절률,
초고굴절률 렌즈를 대상으로 주시각도에 따른 두께 변화를 조사하였다. 주시각도는 광학 중
심점을 중심으로 0~30°로 설정하였으며, 디지털 두께 게이지를 사용하여 0.01mm단위로
두께를 측정하였다.
결과: 중굴절률 렌즈의 경우 주시각도 0°, 10°, 30°에서 C사 제품이, 20°는 B사 제품이 가
장 얇았으며, A사 제품이 가장 두꺼웠다. 고굴절률 렌즈의 경우 B사 제품이 모든 각도에서
가장 얇았으며, 0°, 10°에서 C사 제품이, 20°에서는 A사 제품이, 30°는 B사 제품이 가장
두꺼웠다. 초고굴절률 렌즈의 경우 0~30°에서 C사 제품이 가장 얇았으며, A사 제품이 가
장 두꺼웠다.
결론: 회사에 따라 렌즈 설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굴절률, 같은 굴절력의 렌즈라도
두께와 무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렌즈 선택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발 표 자 : 사종환, demaine123@naver.com
교신저자 : 문병연, bymoon@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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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8>

안경사의 안보건 수준과 의식에 관한 연구

심정규 ․ 예기훈 ․ 권오현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사는 안보건 전문가로써 국민의 안보건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안경사의 안보건 수준과 의식의 실태를 알고 보고자 한다.
방법: 안경사 107명(남성 58명, 여성 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
다.
결과: 안경사의 안보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눈 건강 관심도, 눈 건강 염려도, 눈 건강 인
식도, 눈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의 문항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눈 건강 관심도는
3.54, 눈 건강 염려도 3.19, 눈 건강 인식도 3.23, 눈 건강 주관적 지식수준 3.37을 나타내
었다. 안경사의 안보건 의식으로 안경사로써의 사명감과 안경사 직업 역할에 정도에 관한
질문에 각각 4.25와 3.28로 평균 3.77의 안보건 의식을 나타내었다.
결론: 안경사의 안보건 수준은 3.33과 의식은 3.77로 평균 이상을 나타내었다. 모든 안보건
수준과 의식은 정적상관성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 표 자 : 심정규, jgsim@bu.ac.kr
교신저자 : 예기훈, eyelovebaekseok@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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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9>

안경사의 안보건에 대한 관심과 손 위생에 대한 의식 조사

예기훈 ․ 심정규 ․ 권오현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사는 안보건 전문인으로 안보건에 대한 관심과 안보건과 직결되는 손 위생 의식
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모든 설문에 대한 답변 형태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5점 척도를
통해 안보건의 관심과 손 위생의 의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은 p<0.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안보건에 대한 관심은 안경사 대상으로, 안보건 교육의 필요성과 안보건 교육이 실시
된다면 참여할 의향 정도를 통해 알아본 결과 각각 3.71과 3.67로 평균 3.69을 나타내었
다. 손 위생 의식은 손 씻기 교육의 필요성 4.28,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한 지식 3.88, 손 씻
기와 눈 건강의 상관성 및 영향의 정도는 4.02, 손 씻는 횟수와 시간정도는 7번 이상,
11~15초 이상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안보건 전문가로서, 안경사의 보건에 대한 관심과 안질환과 직결되는 손 위생에 대한
높은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객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눈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은 안보건 전문가로써 더욱 필요한 역할로 판단된
다.

발 표 자 : 심정규, jgsim@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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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0>

안경사의 안질환 검진에 대한 실태 조사

심정규 ․ 권오현 ․ 예기훈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질환 발병은 시력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한 안경사의 검
사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안경사 남성은 58명(54.2%), 여성은 49명(45.8%)을 대상으로 안질환을 알아보는 검
사 문진, 핀홀 검사, 그리고 암슬러 차트 검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결과: 문진에 대한 내용, 충분한 실천, 필요성에 대해 각각 81.3%, 77.6%, 97.2%를, 핀홀
검사에 대한 검사 방법과 내용, 검사 실천, 필요성에 대해서는 78.5%, 39.3%, 82.2%를 나
타내었다. 그리고 암슬러 차트 검사에 대해서 검사 방법, 검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64.5%, 38.3%, 91.6%를 나타내었다.
결론: 시력 감소의 원인이 안질환 발병에 의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에서, 대부분의
안경사가 검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검사 방법의 이해 및 실천
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안경사는 시력 측정과 안경의 조제뿐만 아니
라 시력 감소의 원인 파악을 위해 다양한 검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안질환에 의한 시력저하를 의심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안보건을 지키는
안경사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발 표 자 : 심정규, jgsim@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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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1>

외부 신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고용보험 비교 연구

예기훈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국민의 시력을 담당하는 안경사에게 시 생활에 가장 소외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의 취
업활동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과 이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
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1년 장애인 취업 실태조사를 통해 외부 신체장애
인과 시각장애인을 비교 연구하였다.
결과: 외부 신체 장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3.7%, 시각장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4.6%를, 시각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률은 15-19세(100%)를 제외한 20-29
세 24.3%, 30-39세 77.7%, 40-49세 45.0%, 50-64세 46.2%, 65세 이상 21.2%로 나타
났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남성은 46.5% 그리고 여성은 41.1%를 나타내었다.
결론: 외부 신체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하위그룹에 속하였으며, 연령분
호의 고용보험 가입률에서는 30-39세(77.7%)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체장애인
평균(53.7%)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으로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고용
보험 가입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 표 자 : 예기훈, eyelovebaekseok@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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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2>

외부 신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취업률 비교 실태 조사

예기훈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 전문가인 안경사에게 최소 시력 및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과 이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
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1년 장애인 취업 실태조사를 통해 외부 신체장애
인과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을 비교하였다.
결과: 외부 신체 장애인의 취업률은 803,235명(38.2%), 미취업률은 1,299,326명(61.8%)로
미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은 40.6%를 나타내었다. 시각
장애인 만 15세 이상의 연령별 취업 분포를 보면 15-19세 0.8%, 20-29세 3.4%, 30-39세
13.8%, 40-49세 20.4%, 50-64세 39.7%, 65세 이상 21.9%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시각장
애인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성 시각장애인은 73.6%, 여성 시각장애인은 26.4%를 나타내
었다.
결론: 외부 신체장애인들 중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은 상위그룹에 속했지만 40.6%로 절반이
되지 않은 수치였으며, 남성 시각장애인과 비교하여 여성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은 약 1/3
수준을 나타내어 여성 시각장애인의 삶이 더욱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발 표 자 : 예기훈, eyelovebaekseok@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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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3>

조명에 따른 동공크기가 고위수차에 미치는 영향

소정민 ․ 김창진 ․ 김현일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조명에 따른 동공 크기가 고위수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이나 전신질환이 없고, 기타 관련 수술 경험이 없는 평균연령 22.5±1.04세의
3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차를 측정하였다. i.Profiler plus 기기의 특성상 명소시 상태에
서 설정된 동공 크기 ʻ3 mmʼ를 명소시 유사 환경, 반암실 상태에서 설정된 최대로 커진 동
공 크기 ʻmaximumʼ을 박명시 유사 환경 상태로 가정하였다. 동공 크기와 등가디포커스와
등가착란원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동공 크기를 3 mm, maximum으로 나뉘어 고위수차를 측정한 경우 RMS는
0.30±0.13 ㎛ 및 0.38±0.15 ㎛로 나타났다. 총 고위수차의 등가디포커스가 동공 크기 3
mm에서 0.28±0.14 D와 maximum에서 0.41±0.16 D 이었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동공 크기 3 mm와 maximum에서 구면수차, 코마수차, 트레포일 수차의 등가
디포커스의 차이는 각각 0.07 D, 0.04 D, 0.02 D 이었고, 구면수차(p=0.000) 및 코마수차
(p=0.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등가디포커스와 등가착란원 사이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총 고위수차(R2=0.7045, p<0.01), 구면수차(R2=0.9376, p<0.01),
코마수차(R2=0.8429, p<0.01), 트레포일수차(R2=0.7824, p<0.01)).
결론: 수차 측정 결과를 등가디포커스로 나타내어 교정이 필요한 정도를 디옵터로 표현할
수 있었다. 고위수차의 교정이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교정시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
되어 고위수차의 시각적 불편함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발 표 자 : 소정민, sso7333@naver.com
교신저자 : 김현일, hyunik@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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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4>

소프트 콘택트렌즈 처방 시 착용감 검사 유무에 따른
타각적 및 자각적 증상
안영주1 ․ 김정희2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시과학연구소 ․ 2동남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를 대상으로 착용감 검사 유무와 타각적 및 자각적 증상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위하여 서울소재의 안경원
및 렌즈샵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102부를 분
석에 이용하였다. 착용감 검사 유무(착용감과 관련된 문진, 푸시업 테스트, 덧댐 굴절검사
등)에 따른 타각적 및 자각적 증상(중심이탈, 건조함, 빛 번짐, 충혈, 착용감 불편, 시력저
하)을 비교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오즈비를 구하였다.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나이는 24.8±4.7(범위 17－40)세였으며, 남자는
24명(23.5%)이었고, 여자는 78명(76.5%)이었다.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 착용한 후
착용감과 관련된 검사를 받았던 경우는 27.4%(28명)로 조사되었다.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때 착용감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는 착용감 검사를 받았던 경우에 비해 중심이탈
은

4.07(1.57-10.56)배,

건조함은

3.78(1.14-12.48)배,

그리고

착용감

불편은

2.69(1.10-6.58)배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착용감 검사의 유무는 중심이탈, 건조함, 착용감 불편의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
므로, 소프트 콘택트렌즈 처방 시 피팅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콘택트렌즈 베이스커브의
선별을 통해 기존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발 표 자 : 안영주, youngju_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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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5>

대학생의 주의집중력 분석

김효진1,2 ․ 김세진1,2 ․ 홍경희3
1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 2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 3성덕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시기능 이상이 없고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으며 양안 교정시력이 09이상인 평균
나이 21.24세의 대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의집중력 측정도구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주의형태 검사지 TAIS(Test of Attentional and Interpersonal Style) 설문을 이용하
였다. 주의집중력은 긍정적 주의집중력(BET, BIT, NAR)과 부정적 주의집중력(OET, OIT,
RED)으로, 긍정적 주의집중력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 많다고 볼 수 있고, 부정적 주의집중력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절한 정보를 과하게 받아들
이거나 산만해져서 실수를 유발시키게 된다. 분석방법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대학생의 긍정적 주의집중력은 18.66점이며, 부정적 주의집중력은 15.11점으로 나타
났다. 긍정적 주의집중력은 남학생이 19.01점으로 여학생보다 높았고, 부정적 주의집중력은
14.37점으로 낮았다. 비흡연자의 긍정적 주의집중력과 부정적 주의집중력은 각각 18.67점,
15.38점으로 흡연자보다 높았다. 독서시간이 2시간 이상일 때 긍정적 주의집중력이 19.31
점으로 높았고, 30분 1시간~2시간일 때 부정적 주의집중력이 14.27점으로 낮았다. TV시청
시간이 30분~1시간일 때 긍정적 주의집중력이 19.67점으로 높았고, 30분 미만일 때 부정
적 주의집중력이 14.81점으로 낮았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1시간~2시간일 때 긍정적 주
의집중력이 19.45점으로 높았고, 부정적 주의집중력이 14.15점으로 낮았다.
결론: 주의집중력은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지속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주시하
려는 물체로 시선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각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남학생은 여
학생보다 긍정적 주의집중력은 높았고, 부정적 주의집중력은 낮았다. 책을 읽는 시간이 증
가할수록 긍정적 주의집중력은 증가하였으며, TV나 스마트폰의 사용시간 일정시간이 지나
면 오히려 긍정적 주의집중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학생의 긍정적 주의집중력
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TV 및 스마트폰 사용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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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6>

안경사의 보수교육 만족도와 요구도 분석

김효진1,2 ․ 김세진1,2 ․ 홍경희3
1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 2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 3성덕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충남지역 안경사의 보수교육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하여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충남지역 안경사 273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만족도와 요구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보수교육 만족도는 교육 시간, 교육비용, 교육 강사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보수교육 요구도
는 교육장소 개선 필요, 희망하는 교육시간, 교육 횟수, 교육내용을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
다.
결과: 조사대상자 중 123명(45.1%)의 안경사가 보수교육을 만족한다고 하였고, 144명
(52.7%)이 교육시간에 만족하였다. 보수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112명(41.%)이 매우 비싸다
고 응답하였고, 보수교육 강사 만족도는 171명(62.6%)이 만족한다고 하였다. 충남지역 안
경사 189명(69.2%)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였고, 97명(35.5%)만이 보수교육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희망하는 보수교육 횟수로는 250명(91.6%)이 1회를 선호하였으
며, 희망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186명(68.1%)이 연간 4시간을 선호하였다. 희망하는 보수교
육으로는 최신기술 및 제품, 기기에 대한 정보를 선호하였다.
결론: 충남지역 안경사들은 보수교육 강사 만족도는 높았으나 보수교육 비용에 부담을 느끼
고 있었으며, 보수교육 필요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지역 안경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교육 취지에 맞는 보수교
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발 표 자 : 김효진, hjink@bu.ac.kr
교신저자 : 김세진, sjkim@bu.ac.kr

- 64 -

THE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8

<포스터 발표 - 37>

안경사의 자기관리에 관한 연구

김효진1,2 ․ 김세진1,2 ․ 홍경희3
1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 2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 3성덕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안경사
의 자기관리가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안경사 218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규칙적인 자기관리
활동 정도를 측정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에는 규칙적인 식사나 규칙적인 운동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경원 정기휴무가
안경사의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안경원 정기휴무를 실시하는 그룹과 실
시하지 않는 그룹별로 자기관리 점수를 평균비교 하였다. 안경사의 자기관리가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 통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안경사의 자기관리는 평균 2.95점이었다. 자기관리 문항
에서 ‘건강한 음주습관’ 문항이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심호흡으로 정신을 다스린다.’ 문
항이 2.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안경원 정기휴무를 시행하는 안경사의 자기관리는 평균
3.09점으로 정기휴무를 시행하지 않는 그룹의 2.75점보다 높았으며, 정기휴무를 시행하는
그룹이 정기휴무를 시행하지 않는 그룹보다 자기관리의 모든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
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휴무횟수에 따른 자기관리 점수는 주 1회
(주말)인 그룹이 3.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월 1회(주중)인 그룹이 2.28점으로 가장 낮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 안경사의 자기관리와 감정노동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0.31, p=0.00).
결론: 감정노동이 심해지면 직무만족도가 감소하며 이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기관리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안경사의 자기
관리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은 낮았다. 그러므로 안경사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에 대처하기 위해 명상이나 바른 생활습관 등의 자기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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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8>

안경원 정기휴무와 안경사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김효진1,2 ․ 김세진1,2 ․ 홍경희3
1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 2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 3성덕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원을 개설한 안경사들의 안경원 정기휴무와 안경원에 내원한 고객 응대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노동을 설문 조사하여 안경원 정기휴무가 안경사의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안경원을 개설한 안경사 218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척도를 6개의 문항으로 설문 조
사하였다. 설문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많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안경원 정기휴무가 안경사의 감정노
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경원 정기휴무를 실시하는 그룹과 실시하지 않는
그룹별로 감정노동 점수를 평균비교 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안경원을 개설한 안경사의 감정노동 평균 점수는 2.71점이며, 설문 항목 중 ‘고객을
대할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행동한다.’ 문항은 3.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객을 대할
때 쇼를 하거나 연기를 한다.’ 문항이 2.3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자의 127명(58.3%)이 안경원 정기휴무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정기휴무를 시행하는 그룹의
감정노동 평균 점수는 2.61점으로 정기휴무를 시행하지 않는 그룹보다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정기휴무를 시행하는 그룹은 감정노동 4번째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정기휴무를 시행하지 않는 그룹보다 감정노동이 낮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론: 안경원 정기휴무를 시행하는 안경사의 감정노동은 정기휴무를 시행하지 않는 그룹보
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감정노동은 실제로 느끼지 않은 감정을 가장하여 표현하거나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감정노동이 많을수록 부정
적인 정서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며 직무만족도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므
로 안경사의 감정노동을 줄일 수 있는 정기휴무제의 고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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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9>

Evaluation of Pigment Location and Lens Surface
Condition, Optic Zone Diameter of Cosmetic Contact Lens
Hye-Won Park1 ․ Tae Hun Kim2,3
1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angwon University

․

2

Dept. of Visual Optics,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Welfare, Baekseok University ․
3
Dept. of Visual Optics,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s to evaluation pigment location and optic zone diameter of
cosmetic contact lens and to observe the lens surface condition.
Methods: The optic zone diameter was measured with a refractive power of 0.00D by
randomly choosing 12 types of cosmetic contact lenses being distributed in Korea.
The lens surface roughness were observed with an electron microscope of pigment
location evaluation of 50-1,000X magnification in dry conditions.
Results: The average optic zone diameter of cosmetic contact lenses was 6.6±0.9
mm, and 50% of lenses with larger pigment location than optic zone diameters.
The pigment location in cosmetic contact lense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66.7% of contact lens with pigment particle on the front or back surface, and 33.3%
of contact lens with embedded pigment layer within the lens matrix. The surface
roughness were found to have a protruding part depending on pigment location.

Conclusions:

There is a lens in the case where a pigment location more than the

optic zone diameter is large. The smaller the optic zone diameter, the lower the
visual function may affect the quality of vision. Currently, there is no standard for the
optic zone diameter in Korea and standards will require. In addition, pigment particles
exposed to the lens surface may change the surface roughness and wettability, which
may affect the tear layer and may cause an uncomfortable feeling of the eye, thus
contact lens will require improvement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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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40>

광원의 세기를 이용한 색상별 눈부심 정량화 측정 분석

이용재 ․ 장정운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광원 세기에 따른 눈부심 정도를 정량화하여 측정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
용하고 있는 그레이 색상과 브라운 색상으로 색상 선호도 및 눈부심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
고자하였다.
방법: 완전교정 후, 백색광의 조도 세기를 수치화 조절할 수 있는 비전E테크(Color Doctor,
Eye Tree)를 이용하여 눈부심의 정도를 추출하였다. 본 실험은 총 3회로 투명 렌즈(1차),
그레이 렌즈(2차), 브라운 렌즈(3차)에서 발생하는 눈부심 측정 및 선호하는 색상을 조사하
였다. 실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험 간에 휴식 시간을 10분 이상
가졌다. 비전E테크에 나타나는 광원의 세기 수치를 매우 낮음(0~30), 낮음(30~50), 보통
(50~70), 높음(70이상)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12명의 실험 참가자들(남 9명, 여 3명)의 평균나이는 29.5±11.38세이었다. 눈부심을
느끼는 구간의 평균값은 투명 색상이 30.0±25.21, 그레이 색상이 64.5±28.66, 브라운 색
상이 56.4±26.10로 나타났다. 구간 별 분포는 매우 낮음(0~30)은 6명, 낮음(30~50)은 5
명, 보통(50이상)은 0명, 높음(70이상)은 1명으로 나타났다. 10명의 참가자들에게서는 색상
이 있을 때 모든 구간에서 눈부심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구간에서만 눈의
편안함과 눈부심이 사라진 경우는 1명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1명의 경우, 투명 색상에서 측
정이 불가하였다. 색상의 선호도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브라운 색상 보다 그레이 색상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껴 그레이 색상을 선호하였다.
결론: 투명 색상의 안경 보다 착색 안경이 눈부심을 일부 제거하여 편안함 제공이 가능했으
며, 광원의 세기가 강할수록 브라운 색상보다 그레이 색상에서 눈부심 차단 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에는 색상 별 농도에 따른 눈부심 정도를 연구하여, 안경사들이
상황에 알맞은 적합한 색상을 처방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이용재, dydwo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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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to relieve subjective symptoms to acquired
anisometropic patient
In Sun Park1,2 ․ Jung Un Jang1
1

Dept. of Optometr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Eulji,University, Seongnam, Korea ․
2

Master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Marshall B, Ketchum University, Fullerton, U.S.A

Purpose: Among patients with one-eyed cataract surgery, those with refractive errors
greater than ±2.00D were includ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monovision
glasses can relieve the acquired anisometropia patient’s subjective sign, who can not
wear contact lenses.
Methods: Subjective refraction (Ark-1a, Nidek, Japan) and objective autorefraction
(PDR-7000, Potec, Korea). Anisometropia defined as a between-eye difference in
spherical equivalent refractive errors of 2.00D or more. The survey included that 1)
patients their subjective symptoms when they wearing far sight glasses, 2) how
much they have symptoms on a scale of one to five. We assessed it on a
five-point. The survey was conducted one week after the prescription of the
refraction
Results: Case 1) A 61-year old woman with aniseikonia with no suppression, and
stereopsis was normal. Her Refraction was OD S+1.75D, OS S+2.00 C+0.25D x180
before surgery, current refractive findings are as follows; OD S+1.75D OS S–1.00D
Her first visit to clinic a month after when she had operation. She complained of
extreme dizziness because of her distance glasses. She has new monovision glasses,
(OS plano) and visit 1 weeks later when she get used to her new glasses. After she
wearing it, she said it relieve the symptoms.
Case 2) A 52-year old man with aniseikonia with no suppression, and stereopsis was
normal. His refraction before surgery was follow; OD S+1.50D OS S+1.75D C+0.75D
x90. After surgery, his refractive findings are OD S–0.75D C–1.00D x75 OS S+2.00D
C+0.75D x90

He feels dizziness and blur after wearing he’s new distance glasses.

After he gets monovision glasses (OS C–050 x70) he feels comfortable 2 weeks later.
Conclusions: Subjective signs were reduced that they have no problem in their daily
life, after using monovision glasses. It confirmed that monovisioin prescription can
reduce subjective symptoms for acquired anisometropia patients.

발 표 자 : 박인선, ihhh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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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urvey on the Importance and the Frequency
of Prescription for Vision Correction in Korean Opticians
Jae Young Lee1,2 ․ Jung Un Jang1
1

MS in Optometr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Eulji University ․
2

MS in Clinical Optometry, Marshall B. Ketchum University (SCCO)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and the frequency
of prescription for the vision correction as a professional, and to obtain basic data
for training the opticians with the job skills required in the field.
Method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5-point scale) on 100 opticians currently
working. Using SPSS 21.00 statistical program,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he paired T-test, Cronbach's α coefficient were conducted to derive the
results. The significance level of all data was p<0.05.
Results: In this survey, Cronbach's α coefficient was 0.860, which is a reasonable
reliability. The opticians' career distribution of Korean opticians was less than 3 years
(47%), more than 7 years (27%), 3 years ~ 5 years (19%), and 5 years ~ 7 years
(7%). In the item "1. Examination results analys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
of the importance and the frequency was the highest at 0.480 ± 0.915 (p <0.001) in
"1-3 Analyzing test results for binocular function prescription". In the item "2.
Decision on prescript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 of the importance and
the frequency was the highest at 0.250 ± 0.095 (p=0.002) in "2-1. Prescribing
refractive power with full correction". In the item "3. Writing prescript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 of the importance and the frequency was the highest at
1.120 ± 1.465 (p <0.001) in "3-4. Plan vision therapy programs".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opticians was very concerned about the prescription
of binocular vision, full correction, and vision training, but the frequency of
prescription of them was very low. The reasons for this results may be that the
interest of the opticians have still been concentrated on the prescription of
spectacles, and that most of the opticians ,in Korea, currently do not have the
equipment, environment, and conditions for the vision training. In order to provide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as a professional who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opticians should keep an eye on
eyeglasses as well as on binocular vision examination and vision training. Therefore,
even after obtaining a license, opticians must actively engage in education and
research.
발 표 자 : 이재영, L.jaeyoung89@gmail.com
교신저자 : 장정운, jju@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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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안에서 원거리 시력교정을 위해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를
처방한 임상 사례 보고
이재영 ․ 장정운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토릭 소프트 콘택트렌즈(TSCL)를 사용하는 것보다 등가구면 소프트 콘택
트렌즈(SSCL)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멀티포컬 소프트 콘택트렌즈(MSCL)를
처방하여 이전보다 원거리 시력 흐림 및 불편함을 개선한 임상 사례이며, 이를 통해 난시안
의 다양한 처방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방법: MSCL 처방 도수는 등가구면 처방 도수에서 정간거리 보정 후, 가입도를 Low (ADD
+1.25D)로 처방하였다. MSCL시험 착용 후, -0.25D 플리퍼로 덧댐검사를 하여 원거리 선
명도를 확인한다. 선명도에 변화가 없거나 흐려진다면 -0.25D 가입을 멈추고, 덧댐검사 값
으로 최종 처방하였다. TSCL(1차, 2차), SSCL(3차), MSCL(4차)을 각각 착용 한 후 교정시
력을 측정하고, 사용한 렌즈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사용 된 렌즈의 종류는 1차, 2차, 3차가
Comfilcon A, 4차가 Eatafilcon A이었다.
결과: A양은 20세 여성으로 완전교정 값은 OD: S-2.50D C-1.25D Ax170, OS: S-3.00
C-1.00 Ax 170이었다. 사용 된 렌즈(도수)는 1차 TSCL(OD: S-2.50D C-1.25D Ax 180,
OS: S-2.75D C-0.75D Ax 180)와 2차 TSCL(OD: S-2.50D C-1.25D Ax 170, OS:
S-2.75D C-0.75D Ax 170)이었고, 3차는 SSCL(OU: S-3.25D)으로, 4차는 MSCL(OU:
S-3.25D Low)이 사용되었다. 1차와 2차 모두 어지러움과 착용감에 불편을 느꼈으나, 3차
와 4차에서는 모두 개선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4차 렌즈에서 원거리 선명함을 가장 많이
느꼈으며 3차, 2차, 1차 순으로 선명도의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관찰 되었다.
결론: 4차에서 개선효과를 보일 수 있었던 사항으로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에서 TSCL
와 SSCL의 원거리 시력이 크게 차이가 없었고,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이 하이드로겔 재
질차이에 따른 착용감, MSCL가 원시성 비초점 (hyperopic defocus) 상태의 교정효과 사료
된다.

MSCL은 원주 굴절력이 없기 때문에 난시 교정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임상 사례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MSCL을 장기 착용 시 착용자의 조절력
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처방이 조절력을 포함한 양안시기
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이재영, L.jaeyoung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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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44>

안경사의 콘택트렌즈의 올바른 사용 설명이
제품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송예림1 ․ 이재영2 ․ 장정운2
1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 2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인으로서 질 높은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안경사의 의무이다. 이를 위해 안경사의 직무는 검사 및 처방, 가공
등 다양하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안경사의 고객응대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
다. 본 연구는 안경사가 시력교정을 위한 콘택트렌즈 처방 시, 콘택트렌즈의 올바른 사용
설명이 제품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콘택트렌즈 착용 경험이 없으며, 시력에 영향을 주는 안과 및 전신 질환이 없는 20대
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콘택트렌즈(2주용)를 2회 제공하였다. 1차 실험
에는 사용 설명 없이 콘택트렌즈만 제공 한 후 2주간 사용하게 하였고, 2차 실험에는 사용
설명과 함께 콘택트렌즈를 제공한 후 2주간 사용하도록 하였다. 제품 만족도 조사는 제품
사용 종료 시에 각각 1회씩 실시하였다. 단, 대상자에게 콘택트렌즈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
았으며, 실험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1차 종료 후 1주일 동안 콘택트
렌즈 사용을 금지시켰다. 설문 조사를 통해 착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SPSS
2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 실시하고 모든 검정의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설문 조사 결과, 콘택트렌즈 사용 설명 전보다 설명 후가 만족도가 더 높다고 나타난
항목은 원거리 선명도 (P=0.019), 건조감 (P=0.010), 착용감 (P=0.007), 재구매 의사
(P=0.004)로 유효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밖의 항목들은 차이는 있었으나 유효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콘택트렌즈 사용시 안경사들의 설명후 제품 만족도가 변화할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 구매 시 안경사들이 사용자들에게 사용
설명을 간단하게 전달하고 있다. 즉, 안경사의 콘택트렌즈의 올바른 사용 설명은 국민의 안
(眼)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필요한 직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콘택트렌즈 사용자들
이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자들이 자세하고 쉬운 설명을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안경사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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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45>

제작방식에 따른 변색렌즈의 변색농도와
퇴색속도에 관한 연구
조은희1 ․ 주예은1 ․ 서윤희1 ․ 양수민1 ․ 김세준1 ․ 임지혜1 ․ 김용길2 ․ 전인철1
1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 2다비치안경체인 교육원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제작방식에 따른 변색 안경 렌즈의 변색의 농도와 퇴색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렌즈는 모노머방식 3종류와 코팅방식 3종류의 변색렌즈가 사용
되었고, 자동온도조절유지장치를 이용하여 20℃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14cm 높이에서 1
분간 UV램프(PHILIPS, TL 8W)를 조사한 후 변색 농도와 퇴색 시간을 측정하였다. 변색 농
도와 퇴색 속도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한 후 30초마다 영상에서 이미지를 캡처하여 포
토샵프로그램(Adobe co. CS5)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모노머방식 3종류와 코팅방식의 3종류의 변색 농도는 모노머 방식 렌즈 1번(62%),
모노머 방식 렌즈 2번(70%), 모노머 방식 렌즈 3번(67%)의 평균값이 66%, 코팅 방식 렌
즈 1번(79%), 코팅 방식 렌즈 2번(78%), 코팅 방식 렌즈 3번(70%)의 평균값이 75.6%로
코팅방식의 농도가 9.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색렌즈의 퇴색까지 소요시간은 모노
머 방식 렌즈 1번(285초), 모노머 방식 렌즈 2번(365초), 모노머 방식 렌즈 3번(575초)로
모노머방식 평균 퇴색 소요시간은 408초로 나타났으며, 코팅 방식 렌즈 1번(319초), 코팅
방식 렌즈 2번(300초), 코팅 방식 렌즈 3번(360초)의 평균 퇴색 소요시간은 326초로 코팅
방식의 소요시간이 82초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팅방식이 모노머방식보다 변색의
농도가 9.6% 더 높고, 퇴색시간은 82초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균일한 조건(20℃, 14cm)에서 UV black light blue lamp(PHIL
IPS,TL 8W)를 조사하였을 때, 코팅방식이 모노머방식보다 변색이 더 빠르게 되고 퇴색시간
또한 더 빨랐다. 이 결과로 보아 코팅방식의 변색렌즈 착용이 시생활에 있어 더 유용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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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46>

유발 사위안에서 원치감과 근치감 변화에 관한 연구

김현경1․ 김수경1 ․ 김건우1 ․ 박새봄1 ․ 박채을1 ․ 정나라1 ․ 김용길2 ․ 전인철1
1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 2다비치안경체인 교육원

목적: 프리즘을 인위적으로 가입하고 사위를 유발시킨 후 원거리에서 입체시와 근거리에서
입체감의 변화를 확인하여 양안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안질환이 없는 완전교정상태의 성인 남여(21.23±1.57세)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굴정이상을 완전교정 후 근거리에서는 편광안경을 착용한 후 입체시
(STEREO FLY TEST)를 사용하여 원치감과 근치감을 측정하였고, 원거리는 미세입체시 검
사를 통해 아크분각으로 기록하였다. 근거리와 원거리 검사에서 프리즘을 가입하지 않은 상
태에서 기본 측정을 실시한 후, 원거리에서 5△ 내사위 상태가 되도록 프리즘을 가입하고,
근거리에서 5△ 내사위 상태가 되도록 프리즘을 가입한 후 각각의 검사를 진행하였다.
결과: 대상자 평균 사위도는 외사위 6.67±2.83△이었고, 이 때 근치감은 55.24±19.14초,
원치감은 63.81±31.54초로 근차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즘을 가입하여 5△내사위
상태로 만든 후 근치감은 98.57±80.26초로 부가시키기 전보다 저하되었고, 원치감은
100±81.36초로 근치감과 원치감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거리에서는 미세입체
시는 프리즘을 부가시키기 전 1.85±2.7 아크분각, 5△ 내사위 상태로 만들기 위해 프리즘
을 가입한 후 미세입체시는 1.80±2.08 아크분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근거리에서는 프리즘을 가입시키기 전보다 프리즘을 가입하여 유발사위를 만든 상태
에서는 원치감과 근치감 모두 저하되었고, 원거리에서 미세입체시는 프리즘을 가입시키기
전보다 프리즘을 가입하여 유발사위를 만든 상태 모두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를 보
아 외사위는 원치감보다 근치감이 높고, 프리즘을 가입하여 유발사위를 만든 경우 근거리
입체감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 표 자 : 김현경, kimhk8698@naver.com
교신저자 : 전인철,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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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47>

스마트기기 사용 시 블루 컷 렌즈 착용이
안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윤정1 · 김원종1 · 박경인1 · 박철한1 · 윤지아1 · 이슬1 · 김용길2 · 전인철1
1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 2다비치안경체인 교육원

목적: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 기기는 필수품이 되었다. 그로
인해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시간이 증가하였고, 안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졌다.
본 실험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시청할 때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블루 컷 렌
즈가 일반 렌즈와 비교했을 때 안기능에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실험 대상자는 사시 및 안질환, 전신질환의 병력이 없는 총 30명(평균 21.7±1.70
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먼저 영상시청 전 5가지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는 굴절이
상도

(Huvits

HRK-8000A),

TBUT,

근거리사위검사(BERNELL

BC/1209N

Muscle

imbalance measure card), 조절력(-렌즈 부가법), 동공크기(NIDEK사의 PD자) 등을 측
정하였다. 렌즈에 의한 안기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렌즈(CHEMI HMC CMV
n=1.60)와 블루 컷 렌즈(CHEMI PERFECT-UV)를 덧댄 상태에서 각각 영상을 30분 시청
한 후 안기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실험은 다른 날에 진행하였고 대상자는 덧댄 렌즈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하였다.
결과: 영상 시청 전 굴절이상도는 –4.30±3.39D, TBUT는 6.52±2.56sec, 사위도는
6.05±8.39△ exo, 조절력은 9.26±2.59D, 동공 크기는 4.62±0.95mm 이었다. 일반 렌
즈 착용 후 영상 시청결과는 굴절이상 –4.39±3.49D, TBUT 7.06±3.75sec, 사위도
7.38±8.2△ exo, 조절력 9.37±2.50D, 동공 크기 5.93±1.06mm 이었다. 블루 컷 렌즈
착용 후 영상 시청 결과, 굴절이상도 –4.48±3.53D, TBUT 6.82±4.11sec, 사위도
8.10±8.13 exo, 조절력 9.65±2.87D 그리고 동공 크기 5.90±1.23mm 이었다. 영상 시
청 전과 후 굴절이상도와 동공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0.05), 사위도, 조
절력 및 TBUT는 유의하지 않았다(p>0.05).
결론: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일시적인 근시도 진행과 동공크기는
변화하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일반 렌즈와 블루 컷 렌즈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이는 단기적인 스마트 기기의 사용은 안 기능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통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발 표 자 : 송윤정, 3371040@naver.com
교신저자 : 전인철,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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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48>

각도조절 전동식폭주근점측정기기의 유효성과
주시각도에 따른 폭주근점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정휘종1 · 박준영1 · 양원식1 · 이현수1 · 김정근1 · 천관우1 · 김철현2 · 전인철1
1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 2다비치안경체인 교육원

목적: 자체 개발한 각도조절 전동식폭주근점측정기기의 유효성을 알아보고, 하방 주시 각도
에 따라 폭주근점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안질환이 없는 완전 교정 상태의 성인 남녀(22.29±2.03세) 24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각도조절 전동식폭주근점측정기기의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PD자
를 이용한 폭주근점 측정방법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도 조
절 전동식 폭주근점측정기기는 피검자의 눈 쪽으로 타깃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되도록 고안
하였다. 대상자에게 검사하는 동안 타깃을 계속 주시하도록 하였고, 타깃의 시표가 두 개로
분리될 때(복시) 정지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시표의 속도 조정과 하방 주시 각도를
조정할 수 있고, 대상자가 직접 스위치를 통해 정지할 수 있다. 폭주 근점 측정은 200lx 조
도 환경에서 각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고, 하방 주시 각도는 15˚와 30˚에서
각각 3회씩 실시하였다.
결과: 평균 PD자를 이용한 폭주근점은 6.62±1.98 cm이었고, 전동식 폭주근점측정기기를
이용한 폭주근점은 5.89±2.19 cm로 나타나 거의 유사한 값을 띄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주시각도의 차이에 따른 폭주근점의 변화는 15˚에서 폭주근점은
5.56±2.09 cm이었고, 30˚에서 폭주근점은 5.32±2.22 cm로 나타났다. 주시각도가 증가할
수록 폭주근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검자에게 전동식 폭주근점 검사기기의 편리
성에 대한 설문의 결과는 5점 척도 기준 4.20점, 검사결과의 신뢰성도 4.30으로 나타나 대
체적으로 편리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부터 주시각도에 따른 폭주근점의 변화는 주시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
주근점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도조절 전동식폭주근점측정기기는 기존의 PD
자를 이용한 폭주근점 측정방법을 대신하여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
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정휘종, jhj97229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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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49>

현행 안경사 국가고시 시험과 안경사 직무수행 능력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전선아 ․ 전인철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1987년 11월 28일 의료기사법이 공포되면서 안경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경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이에 현행 안경사 국가고시 시험 내용이 안경사 업무에 타
당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설문은 Google 설문지를 사용 하여 43명(남자 34명, 여자 9명)의 현직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한 문항에서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번은 매우 그렇지 않다 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결과: 안경사 국가고시를 치른 연도는 2015년도~2017년도가 48.8%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
다. 안경사 국가고시 시험 내용이 안경사 업무에 적절하다고 생각는지 묻는 질문은 5점 척
도로 하였다. 1번(매우 그렇지 않다)을 선택한 응답자가 7%였으며 2점(그렇지 않다)을 선
택한 응답자가 18.6% 3점(보통이다)을 선택한 응답자가 46.5%로 가장 많았고 4점(그렇다)
을 선택한 응답자가 18.6%로 2점을 선택한 응답자와 같았고 5번(매우 그렇다)을 선택한 응
답자는 9.3%였다. 안경사 국가고시 시험내용 중 직무수행에 있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
는 과목을 선택 하라는 문항에서는 굴절검사가 가장 타당하다는 답이 83.7%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양안시학이 65.1%로 많았다. 과목별로 안경사 직무수행에 있어 타당한지
물어보는 질문은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각 과목별로 4점 이상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양안
시학 72.1%, 굴절검사 65.1%, 안경광학 62.8%, 조제가공 58.2%, 콘택트렌즈 46.5%, 안과
학 44.2%, 의료관계법규 44.2% 안경재료학 41.8%, 시기해부학과 생리학 28%, 물리광학
11.6%, 기하광학 9.3%, 로 나타났다.
결론: 안경사 국가고시 시험 내용이 안경사 업무에 한지 묻는 질문에서 5점 척도에서 3점
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4점 이상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27.9%에
그쳤다. 안경사 국가고시 시험내용 중 직무수행에 있어 가장 타당한 과목은 굴절검사 양안
시학 조제가공 콘택트렌즈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각 과목마다 국가고시 시험이 타당한지
묻는 답변에서는 4점 이상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양안시학 굴절검사 안경광학 조제가공
순으로 높았다.

발 표 자 : 전선아, wjstjsdk1324@dsu.ac.kr
교신저자 : 전인철,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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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0>

안경사 직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조연경 · 서은선 · 전인철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사 직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직업에 대한 자기 만족도 및 만족도 기대치
를 를 알아보고, 향후 안경사 직업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설문지는 현재 안경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안경광학과에 재학 중인 현장실습을 경
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Goggle)를 통해 배포하였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나이, 근무경력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문항
을 온라인 상으로 무작위 배포·수거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총 109개의 응답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현행 안경사 근무자 61명(56.3%) 안경광
학과 재학생 48명(43.8%)으로 집결되었다. 안경사로 근무하는 61명의 경력분포는 1~2년차
(27.8%), 3~5년차(22.2%), 6~9년차(2.8%), 10년 이상(47.2%)으로 분포했다. 안경사의 주
요업무에 대한 질문에서 시력보건 전문 의료기사(45.9%), 안경 및 콘택트렌즈 판매사
(32.1%), 시력검사자(17.4%), 조제가공사(4.6%) 순으로 나타났다. 안경사 스스로 본인의
위치를 판매사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갖춰야하는 점으로 굴절검사
전문지식, 양안시검사 전문지식이라고 응답했다. 안경사 직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문항에서
대체로 만족(67.3%), 불만족(26.5%), 매우만족(6.1%)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하는 이유
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근로시간(40.5%), 과도한 업무량(28.6%), 고용안정
(28.6%)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에 대한 성취감 또한 높아질 것이다. 국민의 시건
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경사의 직업 만족도 조사는 국민의 시력보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경사의 주요업무를 시력보건 전문 의료기사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국가고시 통과 후 전문가로 자질을 갖춘 안경사들이 본인의 위치
를 시력보정용 판매사(34.6%)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들은 시력보
건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점으로 굴절검사 전문지식과 양안시검사 전문지식이라고
응답했다. 안경사가 시력보건 전문 의료기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적 시스템
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안경사 직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이 73.4%로 불
만족이 26.5%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후 안경사 직업의 만족도 개선
을 위해서는 불만족 사항(근로시간, 과도한 업무량, 고용안정 등)들의 제고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조연경, yktender@naver.com
교신저자 : 전인철,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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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1>

온도와 시간에 따른 변색 안경렌즈의 착색 성능 평가 연구

고경호 ․ 최민규 ․ 전인철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온도와 시간에 따른 변색 안경렌즈의 착색 성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제작방식에 따라 모노머방식 3종류와 코팅방식 11종류렌즈를 사용하였
다. 변색 안경렌즈의 외부 자극인 온도를 20°, 30°, 40°, 50°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
동 온도 조절 유지 장치를 이용하였다. 변색 렌즈를 변색 유도를 위하여 UV램프는

UV

black light blue lamp(PHILPS TL 8W)를 사용하였다. UV램프에서 14cm 거리를 두고 1
분 간격으로 5분간 자외선을 충분히 노출한 후 렌즈의 변색 전 과정을 카메라를 이용하
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동영상 파일은 Adobe Photoshop CS5를 이용하여 렌즈의
변색 전, 변색 시작 1분, 2분, 3분, 4분, 5분 후 중앙부분의 명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UV램프 노출 시간 1분(69%), 2분(76%), 3분(78%), 4분(79%)에서 명도는 온도
20° 에서 가장 높았고 온도 50°에서 1분(46%), 2분(47%), 3분(48%), 4분(50%)로 낮았
으며, 노출시간 5분은 30°에서 69%로 명도가 가장 높았으며 50°에서 48%로 낮게 나타
났다. 온도가 높을수록 변색의 농도는 낮게 변화가 발생하였다. 제작 방식에 따라 모노머
방식(20°에서 74%, 30°에서 68%, 40°에서 64%, 50°에서 44%)보다는 코팅방식이(20°에
서 77%, 30°에서 69%, 40°에서 65%, 50°에서 50%)광 변색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 제작 방식에 따라 모노머방식(3종류)와 코팅방식(11종류) 변색 안경렌즈의 외부 자
극인 자외선은 변색을 유도하기 위한 UV램프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노출 후 온도(20°,
30°, 40°, 50°)변화에 따라 변색 농도를 알아보았다. 모든 종류에서 40°이상 일 때 변색
의 농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제작 방식에 따라 코팅방식이 모노머방식 보다 변색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변색 렌즈는 40°이상 일 때 변색의 성능이 저하가 일어났다. 변색의 렌즈
사용 시 주변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절기에 30°이상일
때 광 변색의 성능이 떨어지므로 간절기 사용하면 변색의 농도에 따라 많은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변색렌즈는 주변온도에 따라 변색의 농도변화가 있으므로
착용하는 시기의 온도를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발 표 자 : 고경호, bogus9333@hanmail.net
교신저자 : 전인철,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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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2>

안경사들의 감정노동, 직무소진과 직무만족, 조직몰입과의
관계
최익준1 ․ 이승일2 ․ 유근창1
1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 2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목적: 안경사들은 자신의 현재 심리상태와는 상관없이 안경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고객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미소를 보여야 하는 감정표현의 규범에 의한 감정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안경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경사들이 겪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이외에도 그것
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노동, 즉 감정노동이 서비스 품질의 중요한 지표로 인식
되고 있다. 안경원은 그 특성상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높고, 인적서비스 질에 따라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 만족 및 불만족 등의 결과가 발생함으로 안경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경원들은 고객들에게 해당 안경원들의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안경사들의 실제 감정을 억제하게 하고, 배우가 연기를 하듯 고객의 감정에 맞추어 일
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경사
들의 감정노동에 속한 표면행위와 내면행위가 직무소진과 갖는 관계를 규명하고, 안경사들
의 근무태도 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그리고 직무소진이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 각각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과 직무소진,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
한 후,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5개의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A안경 체인점에 근무하고 있
는 안경사들(n=361)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측정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확인한 후 변수들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실증분석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변수인 표면행위는 직무소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행위는 직무소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무소진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감정노동의 하위변수인 표면행위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행위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안경사들의 감정노동에 속한 하위변수들을 직무소진의 선행요인으로
파악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안경사들의 태도변수들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감정노동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누적하는데 기여하였고, 향후 감정노동 연구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경원에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인 안경사들을 대
상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발 표 자 : 최익준
교신저자 : 유근창, gcryu@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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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3>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중도탈락 요인에 대한 연구

박현주
동강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사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주요 중도탈락 요
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높은 중도탈락률은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안경사 양성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안경산업 전반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보유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방법: 안경광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41명에 대한 주로 질문지 형태의 조사를 통해 실시하
였으며, SPSS 12.0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알리미, 선행연구조사, 학
생, 교수에 대한 인터뷰 등의 내용도 참고하였다.
결과: 중도탈락의 주요 요인은 안경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많이 감소된 점, 자영업 경
기부진, 많은 안경원들 간의 과당경쟁에 대한 실망감, 다양한 직업 선택의 제한, 근무시간
의 연장 및 고용의 불안 등이 있었다.
결론: 대의적으로 볼 때 중도탈락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보유검사의 정보중심 과학적 검사
방법 구현 및 활용방안 마련되어야 하며, 중도탈락생의 실제적 특성 분석을 위한 추적 연구
실시하고, 조기경고체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
의 중도탈락에 대한 대책 개발 및 운영하여 상황에 맞게 가변적으로 학생의 요구를 안경업
계 등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중도탈락방지를 위한 지도교수의 역할론이 중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니, 지도교수를 평생지도교수로 배정하여 학생과 계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하
여 졸업 후에도 안경사로서의 경력관리 및 산업체와 연결 등의 역할을 하는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안경광학과 운영 및 관리가 중도탈락의 열쇠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
수요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교육과정과 강사진을 염두에 둔 학과 운영을 하여야 한다. 한
정적인 안경사에 대한 직업관을 넓혀주기 위해 다양한 취업의 길을 모색하고, 취업진로지도
시스템, 기초학습능력증진 프로그램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진로지도시스템 운영과 자
기성장프로그램(동기 및 목표부여 프로그램)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발 표 자 : 박현주, cornea93@naver.com
교신저자 : 박현주, cornea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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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4>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충원률 제고 방안 연구

박현주
동강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경기침체와 안경사 수급 등의 이중고로 안경업계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
은 중도탈락률은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안경사
양성과 안경산업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므로 재학생 충원률 제고 방
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방법: 재학생 충원률 제고 방안을 질문지를 통해 기본 정보와 요구를 수집하고, 선행연구,
대학 홈페이지와 직접 방문을 통한 중도탈락방지 프로그램을 수집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결과: 학생들이 휴학 및 자퇴를 결정하는 주요 시기는 1학년 2학기 등록 이전이므로 휴학
및 자퇴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안경사에 대한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회의가 주
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조기경고시기는 주 탈락시기인 1학년 2학기 등록 이전 시기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경고체계의 과정은 진단, 모니터링과 트랙킹, 중도탈락예방
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의 연계, 평가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학생보유관리를 체계적․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학생보유율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
을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기경고체계와 대응 매뉴얼 개발은 입학에서 졸업까지
과정, 특히 조기경고시기인 입학 이전단계부터 1학년 1학기 대학적응 과정을 단계별로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안경사 수급을 위해서는 대학차원의 학생보유관리 제도의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도 요청되는데, 즉 학생서비스 지원부서의 핵심 업무를 입학식, 축제 등의
행사 위주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문대학별 휴
학, 자퇴, 복학, 제적 관련 학칙 재검토 및 개정이 요구되고, 학생보유검사 및 중도탈락 대
응 매뉴얼의 확산이 필요하며, 학생보유검사 결과를 활용한 중도탈락 예측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발 표 자 : 박현주, cornea93@naver.com
교신저자 : 박현주, cornea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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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5>

정시안과 각막교정수술안의 고위수차 비교

전영우1 ․ 곽재호2 ․ 박주엽2 ․ 박예지2 ․ 조수현2 ․ 이 현2
1

대전 이안과병원 검사실 ․ 2대전보건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정시안과 각막교정수술안에서 고위수차(3차~6차)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나안시력이 0.9이상이고 난시가 1.00D미만이며 -0.50D ~ +0.75D의 구면굴절력으로
교정되는 눈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시안은 32안(16명, 남자 10명, 여자 6명)이었고 각막교
정수술안은 20안(10명, 남자 4명, 여자 6명)이었다. 연구대상자 평균연령 20.5±1.9세이었
다. 고위수차는 Hartmann-Shark 시스템을 이용한 Karl Zeiss사의 i.Profiler®plus로 측정하였
고 구면렌즈와 원주렌즈로 교정할 수 없는 3차이상의 수차를 고위수차로 정의하였다. 고위
수차는

3회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동공크기가

5mm일

때의

Zernike

polynominal을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WIN(Ver 22.0)을 사용하였다. 정
시안과 각막교정수술안의 고위수차 평균비교에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고, 통계
분석의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 정시안에서 3차, 4차, 5차, 6차 고위수차는 각각 0.186±0.172㎛, 0.141±0.092㎛,
0.046±0.038㎛, 0.021±0.021㎛이었고, 각막교정수술안에서 3차, 4차, 5차, 6차 고위수차
는 각각 0.213±0.124㎛, 0.232±0.119㎛, 0.065±0.041㎛, 0.033±0.023㎛로 나타났다. 3
차 구위수차는 정시안과 각막교정수술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p=0.164), 4차(p=0.004)와 5차(p=0.043), 6차(p=0.019)는 정시안보다 각막교정수술안에
서 고위수차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체고위수차(RMS)는 정시안이 0.321±0.185㎛, 각막수술교정안이 0.400±0.105㎛로 각
막교정수술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1).

총구면수차(RMS)는

정시안이

0.104±0.078㎛, 각막교정수술안이 0.191±0.10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p=0.005),
총코마수차(RMS)는 정시안이 0.176±0.174㎛, 각막교정수술안이 0.204±0.127㎛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153), 총트레포일(RMS)은 정시안이 0.141±0.1098㎛, 각막교정수술안이
0.163±0.157㎛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756).
결론: 정시안과 각막교정수술안 사이에 3차 고위수차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4차와 5
차, 6차 고위수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위수차의 종류에서는 구면수차만 정시안과
각막교정수술안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
발 표 자 : 전영우, chorok10@naver.com
교신저자 : 이 현, leehyun@h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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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6>

대전지역 취학 전 아동의 시력검사 결과

조종필1 ․ 박지수2 ․ 정동민2 ․ 김상현2 ․ 이소희2 ․ 이 현2
1

대전 이안과병원 검사실 ․ 2대전보건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정상적인 시력발달은 출생 초기에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안축장과 각막곡률 등의 안
광학 상수에 따른 정시화 과정에 의해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정상 시력이 된다. 본 연구
에서는 대전지역에서 취학 전인 만 6세 아동의 굴절상태를 검사하여 정시화 과정을 실패한
아동의 빈도와 굴절이상의 종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9개의 유치원에서 2019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353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1개월 전에 유치원에 시력검사 안내문과 부모동의서를 배포하고
검사 당일에 부모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예비검사로 시력측정과 가림검사를 실시하였
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아동은 나안시력검사를 실시하고, 안경을 착용하는 아동은 나안
시력과 교정시력을 측정하였다. 안구정렬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가림검사를 실시하였다. 굴
절검사는 자동굴절력계(PRK-7000, Potec, Korea)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와 자각적 굴
절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자각적 단안교정값을 사용하였다. 원주굴절력이 1.00D이상
이면 난시로, 등가구면굴절력(SE)이 -0.50D 이하면 근시로, +1.00D 이상이면 원시로 정의
하였다. 정시는 난시와 근시, 원시가 아니면서 나안시력이 0.8이상인 눈으로 정의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 353명 중에서 양안이 모두 정시인 아동은 314명(89%)이었고 양안 중에
서 한쪽 눈이나 양안이 비정시인 아동은 39명(11%)이었다.

비정시로 분류된 아동의 비정

시 종류는 난시 53안(67.9%), 근시 17안(21.8%), 원시 4안(5.1%) 순으로 로 비정시 중에
서 난시가 가장 많았다. 난시의 종류는 혼합직난시(28.3%), 근시성복난시(24.5%), 원시성
복난시(18.9%),

근시성단성직난시(15.1%),

원시성단성직난시(7.5%),

근시성복성사난시

(3.8%), 혼합도난시(1.9%)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연구대상자 353명 중에서 11.0%(39명)이 비정시이었다. 굴절이상 종류는 난시안이
67.9%(53안)로 가장 높았다. 난시 종류는 혼합직난시가 28.3%(15안)으로 가장 높았고, 근
시성 복난시가 24.5%(13안)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발 표 자 : 조종필, jjplove@gmail.com
교신저자 : 이 현, leehyun@h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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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7>

굴절부등성 약시안의 치료 기간에 따른 굴절이상 정도 변화

조종필1 ․ 전영우1 ․ 김정현2
1

대전 이안과 병원 ․ 2대전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약시 치료를 위해 안과를 방문한 굴절부등성 약시안의 치료 기간에 따른 굴절이상 변
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굴절부등성 약시로 진단 받고 치료를 위해 대전 소재 안과를 방문한 84명(남아 36명,
여아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방문 당시 평균 나이는 남아 5.67±1.53세, 여아
5.79±1.99세 이었다. 치료 기간에 따른 굴절이상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시점, 치
료 1개월 후, 치료 3개월 후, 치료 6개월 후와 치료 12개월 후의 구면굴절이상과 난시, 나
안시력 및 교정시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방문 당시 이들의 평균 나안시력은 0.20±0.16이었고, 교정시력은 0.44±0.22로 나타
났다. 평균 구면굴절이상은 +3.27±2.62D이었고, 평균 난시굴절력은 –1.82±1.31D로 나타
났다. 나안시력은 방문당시에서 1개월 이후 0.28±0.21, 3개월 이후 0.32±0.23, 6개월 이
후 0.39±0.24, 12개월 이후 0.43±0.25로 나타났으며, 치료 이후 3개월 지점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4,

p=0.000,

p=0.000).

교정시력은

방문당시에서

1개월

이후

0.53±0.22, 3개월 이후 0.64±0.19, 6개월 이후 0.73±0.19, 12개월 이후 0.87±1.03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이후 6개월 시점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2, p=0.000). 구면굴
절력의 경우 방문당시에서 1개월 이후 +2.92±2.69D, 3개월 이후 +2.85±2.70D, 6개월 이
후 +2.56±2.78D, 12개월 이후 +2.41±2.70D로 나타났으며, 방문당시와 비교해서는 12개
월이 되는 시점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8). 난시굴절력의 경우 방문당시에서 1개월
이후 –1.85±1.31D, 3개월 이후 –1.89±1.30D, 6개월 이후 –1.93±1.33D, 12개월 이후 –
1.94±1.35D로 나타났으며, 방문 당시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굴절부등성 약시 치료를 위해 양안을 완전교정 한 후 정상안에 가림치료를 시행하였
다. 가림치료를 통한 약시안의 나안시력과 교정시력이 증가한 것은 시자극에 대한 망막의
해상력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림치료를 통해 약시안이 가지고 있는 구면굴절이
상이나 난시굴절력이 감소되어 시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약시안의 구면
굴절이상이 감소한 것은 치료 기간에 따른 안구 성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12
개월의 치료기간 이후에도 난시굴절력의 변화는 없었다.
발 표 자 : 조종필, jjplove@gmail.com
교신저자 : 김정현, kjh9286@h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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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8>

동일 굴절력의 멀티포컬 소프트콘택트렌즈에서
원용부 구면굴절력 비교
김다원 ․ 박지원 ․ 김우재 ․ 신현호 ․ 주민혁 ․ 김정현
대전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원용부와 근용부 굴절력이 동일한 멀티포컬 소프트콘택트렌즈에서 회사별 디자인 차
이에 따른 원용부 굴절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교정시력에 문제가 없고, 난시가 1.00D 미만인 대학생 30명(60안, 남 15명, 여 15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학생 22.67±2.87세, 여학생 21.33±1.00
세였다. 이들의 평균 구면굴절이상 정도는 남학생 –2.31±1.16D, 여학생 –3.14±1.22D였다.
원용부 굴절력이 0.00D이고, 가입도가 low인 A사와 B사 콘택트렌즈를 연구 대상자의 우안
과 좌안에 각각 착용시켰다. 착용 전 자동굴절력계 검사 결과와 착용 1시간 후 자동굴절력
계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동공크기에 따른 굴절력 변화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 검사
를 명소시 상태와 암소시 상태에서 각각 시행하였으며, 자동안굴절력계를 이용하여 동공크
기를 측정하였다.
결과: A사 렌즈의 경우 명소시 상태에서 렌즈 착용 전 평균 구면굴절이상이 –2.73±1.24D
에서 렌즈 착용 후 –2.43±1.40D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암소시 상태에서는 –
2.37±1.60D로 렌즈 착용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9). B사 렌즈의 경우는 명
소시 상태에서 렌즈 착용 전 평균 구면굴절이상이 –2.46±1.24D에서 렌즈 착용 후 –
2.62±1.40D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00). 암소시 상태에서는 –2.60±1.69D로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417). 동공크기는 명소시 상태에서 우안 6.63±0.93㎜, 좌안
6.65㎜0.84㎜로 측정되었고, 암소시 상태에서 우안 7.47±0.71㎜, 좌안 7.50±0.68㎜로 나
타났다.
결론: A사 렌즈의 경우 주변부 원용 굴절력 경계선의 굴절력이 처방 굴절력보다 좀 더 (-)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원용굴절력 처방에서 최종구면굴절력의 (+)방향으로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사 렌즈의 경우 원용 굴절력 경계선의 굴절력이 처방 굴절력과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용굴절력 값과 최종구면굴절력의 처방 값이 같아도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동공크기에 따라 주변부 원용 굴절력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공크
기를 측정하였으나, 명소시와 암소시 상태 모두에서 동공크기가 6㎜ 이상으로 측정되었으
며, 실제 렌즈의 굴절력 분포 직경이 중심부에서 반경 3㎜, 즉 전체 직경 6㎜에 해당하는
부위라 본 연구에서는 동공크기에 따른 주변부 굴절력의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발 표 자 : 김다원, jdd04235@naver.com
교신저자 : 김정현, kjh9286@h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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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9>

차량 실내 방치 전 후 안경렌즈의 왜곡 비교
김정훈 ․ 이현주
대전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일상생활에서 안경사용 중 발생하는 안경렌즈의 왜곡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왜곡정
도를 최소화 하는 사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경 착용자들이 흔히 행하는 안
경의 차량 내 방치를 왜곡발생이 유추되는 가장 대표적인 일상생활 상황으로 설정하여 차
량 방치 전 안경과 일정시간 차량 방치 후 안경에서 발생하는 안경렌즈의 왜곡정도의 변화
를 비교 하였다.
방법: 실험용 안경으로 플라스틱테, 메탈테, 하프림테, 포인트테 등 4종으로 안경렌즈의 굴
절력은 우측 –1.00D, 좌측 –5.00D로 각 종류별 4개씩 20개로 하였고. 동일한 조건비교를
위해 조가PD와 조가OH는 렌즈삽입부의 수평 수직 이등분점으로 설계하였고 동일한 무패
턴 자동 옥습기에서 동일한 엣징 조건으로 가공하였다. 안경 가공 후 차량 내 방치 전 왜곡
검사를 실시하였고, 차량 내부 온도가 60℃ 이상 유지된 차량 내에서 6시간 이상 방치 한
후 왜곡검사를 실시하였다. 왜곡의 정도는 왜곡검사기를 이용하여 왜곡상태가 나타난 안경
의 사진을 찍고 왜곡 부분의 색상이 진하게 나타날수록 점수가 높게 표시된 왜곡 색상 격
자스케일을 만들고, 색상 격자스케일로 왜곡이 발생된 지점의 색상별 격자의 개수만큼의 점
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왜곡정도가 높은 것으로 정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플라스틱테에서 차량 방치 전 왜곡 정도는 우측 평균252.3점, 좌측 평균 246.4점에
서 차량 방치 후 왜곡 정도는 우측 평균 423.7점, 좌측 평균 436.3점으로 우측 68%, 좌측
77% 왜곡정도 증가, 메탈테에서 차량 방치 전 왜곡 정도는 우측 평균 380.5점, 좌측 평균
263.7점에서 차량 방치 후 왜곡 정도는 우측 평균441.2점, 좌측 평균 311.5점으로 우측
16%, 좌측 18% 왜곡정도 증가, 하프림테에서 차량 방치 전 왜곡 정도는 우측 평균 123.0
점, 좌측 평균 115.2점에서 차량 방치 후 왜곡 정도는 우측 평균 173.5점, 좌측 평균
168.1점으로 우측 41%, 좌측 46% 왜곡정도 증가, 포인트테에서의 차량 방치 전 왜곡의
정도는 우측 평균 169.8점, 좌측 평균 125.5점에서 차량 방치 후 우측 평균 184.6점, 좌측
평균 133.0점으로 우측 9%, 좌측 6% 왜곡정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일상생활 중 안경의 차량 내 방치로 나타난 안경렌즈의 왜곡은 메탈테에서 우측
68% 증가, 좌측 7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왜곡정도변화를 나타내었고, 가장 왜곡정도의 변
화가 낮은 포인트테에서는 우측9%, 좌측 6%의 왜곡정도의 변화를 보였다. 전체 안경의 차
량 내 방치 전 후의 왜곡정도의 변화는 우측 32%, 좌측 40%의 왜곡정도의 증가를 보임으
로 안경렌즈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습관 중 안경을 차량의 실내에 보관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발 표 자 : 김정훈, table12@naver.com
교신저자 : 이현주, lhj2003@h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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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60>

안경테의 종류 및 굴절력에 따른 안경렌즈의 왜곡 비교
조호철 ․ 이현주
대전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에서 발생하는 안경렌즈의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분하고, 요인별 발생
하는 왜곡의 정도 및 특징을 확인하여 왜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경테의 재질 및 안경렌즈의 굴절력에 따른 왜곡정도와 특징을 비교 하였다.
방법: 안경테의 종류 및 안경렌즈의 굴절력에 따른 왜곡의 차이 확인을 위한 실험용 안경의
안경테의 종류는 플라스틱테, 메탈테, 하프림테, 포인트테 등 4종으로 하였다. 안경렌즈의
굴절력은 우측 –1.00D, 좌측 –5.00D로 각 종류별 4개씩 20개로 하였고. 동일한 조건비교
를 위해 조가PD와 조가OH는 렌즈삽입부의 수평 수직 이등분점으로 설계하였고 동일한 무
패턴 자동 옥습기에서 동일한 엣징 조건으로 가공하였다. 왜곡의 정도는 왜곡검사기를 이용
하여 왜곡상태가 나타난 안경의 사진을 찍고 왜곡 부분의 색상이 진하게 나타날수록 점수
가 높게 표시된 왜곡 색상 격자스케일을 만들고, 색상 격자스케일로 왜곡이 발생된 지점의
색상별 격자의 개수만큼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왜곡정도가 높은 것으로 정하
여 측정하였다.
결과: 플라스틱테에서 왜곡 정도는 우측 평균252.3점, 좌측 평균 246.4점, 메탈테에서는 우
측 평균 380.5점, 좌측 평균 263.7점, 하프림테에서 우측 평균 123.0점, 좌측 평균 115.2
점, 포인트테에서의 왜곡정도는 우측 평균 169.8점, 좌측 평균 125.5점으로 나타났다. 왜곡
의 특징으로는 플라스틱테는 귀 쪽 및 코 쪽 상하부 모두 골고루 왜곡이 많이 발생하였고,
메탈테에서는 귀 쪽 상부 및 귀 쪽 하부에서 집중적으로 왜곡이 발생하였고, 하프림테에서
는 귀 쪽, 코 쪽 상하부에서 모두 골고루 왜곡이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는 낮았으며, 포인트
테에서는 포인트 구멍 주위에 X자 형태의 왜곡을 보이는 특징이 발생하였다.
결론: 안경렌즈의 왜곡은 하프림테 또는 포인트테처럼 렌즈를 조이는 림이 아닌 나일론줄
또는 림이 없을수록 왜곡정도가 낮았으며 플라스틱테나 메탈테등 렌즈를 모두 감싸는 재질
에서도 안경테의 림이 렌즈를 단단히 조이며 감싸도록 하는 압력이 큰 메탈테가 왜곡의 정
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렌즈의 굴절력 별 왜곡의 정도는 렌즈의 테두리를 감싸는 림이 있는
테에서

렌즈의 (-)굴절력이 낮아 렌즈의 가장자리 두께가 얇을수록 왜곡정도가 높게 나타

났다. 따라서 하프림테 또는 포인트테처럼 림의 압력을 많이 받지 않는 종류가 안경렌즈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좋으며, 렌즈는 미관상의 문제가 크지 않다면 너무 얇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발 표 자 : 조호철, dca3kr@naver.com
교신저자 : 이현주, lhj2003@hi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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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kins, pp. 2102-2114,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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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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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자 이내 영문초록은 100단어 이내의 분량이어야 한다.
3-4. 본문: 증례 보고의 본문은 서론(증례와 연관된 일반적 배경 및 의의), 증례, 고찰, 결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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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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 two numbers, they are distinguished by commas. When the authors of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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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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omitted.
3) The case report must be writte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given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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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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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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2 -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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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3 - 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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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4 - 바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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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5 - 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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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6 - 알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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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7 - 알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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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8 – 휴비츠1

- 108 -

THE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8

광고 9 – 휴비츠 2

- 109 -

THE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IN 2018

광고 10 – 다비치안경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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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11 – 다비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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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12 – 아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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