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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대한시과학회·한국안광학회 회원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대한시과학회와 한국안광학회 공동학술대회 장에서 만
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한시과학회와 한국안광학회는 2017년 공동 학술대
회를 시작으로 2021년 다섯번째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를 공동학술대회 장소로 제공에 주신 서울시 안경사 협회 황윤걸
회장님과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신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님, 학회 발전을 위해 적극
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체 대표님, 그리고 학회의 발전을 응원해주시는 문병연 한국안경
광학과 교수협의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동학술대회 기조 강연
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김재도 박사님과 박종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첨단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검사 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디지털 세상과 양안시’라는 주제로 개
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강연과 학술발표는 최근의 연구방향과 새로운 지
식을 공유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COVID-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COVID-19와 함께한 시간이 1년 6개월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시과학회와 한국안광학회의 공동학술대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대면과 비대면 혼용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
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분들에게 학술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유익한 시간
이 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 결과와 임상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발표 해 주신 여
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학술대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소라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양 학회의 준비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
의 건강과 학문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일
대한시과학회 회장 김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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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21년 대한시과학회·한국안광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
합니다.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항상 같이 해주시는 교수협의회 회장님과 대한안경사협회
장님, 학술대회 개최에 환호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동료 교수님들과 학생, 안경사
및 산업계 관계자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들
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어디서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에 우리
안경 업계는 안경 온라인 판매라는,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태풍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
올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의 모든 산업이 기존의 산업 체계와는 크게 다를 것이고 업무 성
격이나 인력구조에도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학문 및 산업 분야보다 조금 더 일찍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이를 해결하는 세부적인 방법은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이고 분야마다 다를 것
입니다. 하지만 대 원칙은 거의 동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계, 협회, 산업체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안경광학이라는 분야의 학술활동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가 더 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경광학 분야의 양 학회가 같이 하는 2021년 공동학술대회는 더 절실한 시간
이 될 것입니다. 바쁘고 힘든 시기임에도 변함없이 학술활동을 활발히 해주시는 모든 양 학회 회
원님들과 이번 학술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함께 하기에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술대회는 연구자들의 축제입니다. 동일한 학문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서로 격려하고 스스로 자극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껏 즐깁시다.
학술대회는 학문분야의 발전을 leading하는 장입니다. 이곳에서 나눈 학술 담론과 연구 발표는
안경광학 학문의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안경광학 학문 발전의 소중한 역사
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집시다.
한국안광학회 및 대한시과학회 회원님들과 양 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과 이 학술
대회를 함께 하게 됨을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2021년 7월 2일
한국안광학회장 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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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시과학회·한국안광학회 공동학술대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문병연 교수입니다.
2021 대한시과학회, 한국안광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다.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대한시과학회 김정희 회장님, 한국안광학회 박미정 회장
님, 김소라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 이후 다섯 번째로 진행되는 공동학술대회는 매번 다양한 시도와 프로그램으로 활발한
학술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며 우리 안경계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
털 세상과 양안시”를 주제로 한 오늘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문명속
에서 우리 안경사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 시도된 작년의 대면/비대면 병행 공동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
졌고, 올해 더 나은 모습으로 잘 준비가 되어온 것은 두 학회의 역량이 그동안 잘 축척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 학회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학회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면으로 개최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만 내년에는 반갑게 얼굴을 대하며 학술교류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두 학회는 물론이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일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회장 문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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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시과학회·한국안광학회 공동학술대회 축사
대한민국 안경계의 미래 자산인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
는 대한시과학회와 한국안광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 협회
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대한시과학회 김정희 회장님과 한국안광학회 박미정 회장님, 그
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환
경은 확대될 것이고, 영화에서나 보던 증강현실이 현실화되고,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이 눈 앞에
펼쳐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경사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뒤처지지 않
는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양 학회가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곧, 전국 43개 대학 안경광학과의 존재와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가 도래하든, 우리 안경사들에게는 안보건 전문가라는 근원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결코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장
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주제인 ‘디지털 세상과 양안
시’에 대한 학술연구는 그 설정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이며, 기대 또 한 많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나 국회는 물론 대기업 집단의 거대 변호단체라 할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까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안경의 온라인 판매 법안을 다각도로 추진해오고 있
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밀리고 만다면 우리 안경사의 뿌리는 근본까지 흔들리고 말 것이
며, 안경사는 전문가 직역이 아닌 단순한 판매 직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현재
도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교들의 미래도 암울하게 하게 될 것은 자명하
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업계에 자양분 같은 역할을 하는 양 학회와 학계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의 교육 현장이시겠지만 지치지 마시고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1년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안경사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안경계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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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시과학회・한국안광학회 공동학술대회 일정
2021년 7월 2일 (금요일)
강 연 제 목

시 간
n 개회선언
13:00-13:10

김소라 준비위원장
김정희 학회장

n 인사말

박미정 학회장
김종석 협회장

n 축사

Keynote Lecture

Session Ⅰ: 기 조 강 연

13:10-13:40

n 시각적 인지 기술과 딥러닝

13:40-14:10

n 양안시 이상 처치의 임상사례

Session II : 구 연 발 표

Colloquium

14:30-14:40
14:40-14:50
14:50-15:00
15:00-15:10
15:10-15:20

n 1. 보건의료인 직무분석 임상실습 실태에 관한 연구

(아이필 안경원)
좌장: 박상일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신광호

한 조절 반응량 비교
n 3. 직난시안의 콘택트렌즈 착용 시 처방법에 따른 각막

(가톨릭관동대학교)
서민경

수차 및 대비감도 비교
n 4.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의 베이스커브에 따른 건성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지수

의 시력의 질 및 자각적 증상 비교
n 5.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 착용 시 축 회전에 따른 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황민준

막수차의 변화
n 6. 중노년층에서 마이봄샘 이상과 눈물막과의 상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민지

분석

15:30-15:40

n 8. 스포츠비전에서 좌우 시각전달로의 질적 기능 연구

(을지대학교)
김혜민
(백석문화대학교)
정재헌
(마산대학교)

Break II 및 e-포스터 발표 2

15:40-15:50

Poster Session

16:20-16:3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도 박사

(을지대학교)
문세준

n 7. 웹툰을 활용한 안경사 이미지 제고

16:10-16:2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종열 교수

n 2.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카메라 영상을 통

15:20-15:30

15:50-16:10

문병연 협의회장
좌장: 김소라 교수

Break I 및 e-포스터 발표 1

14:10-14:20

14:20-14:30

연 사

Session III : 포 스 터 발 표

n 분과 A : 안광학 및 안경학 (굴절 및 시기능검사 포함)
n 분과 B : 콘택트렌즈학 및 안과학 (기타 포함)

Break III
우수논문 시상 및 폐회식

좌장: 정미아 교수
(여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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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rsity (S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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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연 발 표
Colloquium

2021 대한시과학회・한국안광학회 공동학술대회

<구연 발표 - 1>

분과 - A1

보건의료인 직무분석 임상실습 실태에 관한 연구

신광호1, 전인철2, 마기중1, 임현성1
1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2동신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과

목적: 현재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분야가 급속하게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인에 특성에 맞는 분
석적이고 통합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있어 보건의료인의 임상실습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6-2017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연구된 보건의료인 직군별 우수한 인력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를 토태로 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영양사, 응급구조사를 직무와 임상실습을 교육부(2017)에
서 제시한 「대학현장실습매뉴얼」의 기준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직무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대학 교육의

평

가 인정 표준 및 기준에 필요한 대학교수의 자격조건, 교육여건의 기준, 표준교과과정 개발, 학교 실험
실습의 표준안 및 임상실습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임상실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방사선사
는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방식 등 직접 평가 방식을 개발하거나, 현

행 평가방법을 유지하면서 의료기관 현장 임상실습에서 일정한 시수나 과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임상실습 지침 내용을 토대로 직무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작업치료사는 바람직한
량중심의
문항의

교육이
개발이

작업치료사를

이루어지고,

이를

배출하기
반영한

위하여서는
평가를

먼저

시행하기

교과과정
위하여

및

임상실습에서

분별도가

역

높은 국가시험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치과기공사는 직무와 관련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일관된 실습교육과정이 절실하다고 나타나고 있었다. 치과위생사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는 학생실습에 대한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바 학교 내 실습과 현장 실습에 대한 가이드가 제안될 필요가
하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표준화된 현장실습프로그램의 부재로 현장실습과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의 현장 검증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안경사는 사회적 변화
요구와 현실에 부합하는 의료기사 등의 법률 개정 또는 안경사의 단 독법이 시행된다면 안경사의 인력
수급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것이고, 표준화된 안경사 양성 교육제도의 시행과 표준화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
결론: 2016-2017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연구된 보건의료인 직군별 우수한 인력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조사 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와 연관된 임상실습매뉴얼이 있지만 안경사 직군은
학교 내 현장실습 가이드라인에 의해 표준화된 임상실습 매뉴얼은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과 해당 직종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하여 여러 관점에서 전략적인 실무 능
력과 임상실습이 필요하다.
발 표 자 : 신광호, 02-754-0320, rukey77@hanmail.net
교신저자 : 임현성, 031-740-7155, wisestar0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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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 2>

분과 - A2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카메라 영상을 통한
조절 반응량 비교
문세준, 길민지, 홍소연, 성우석, 박상일, 강현구
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태블릿 PC의 증강현실 영상과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시표 이동 영상을 통해 증강현실
영상 시청 시 조절자극량에 따라 우리 눈의 조절 반응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안질환이 없고 정시인 20대 성인 13명(남:6명, 여:7명, 평균연령:21세)을 대상으로 투과
형 굴절력 측정기기 NVision-K5001 (Shin-nippon, Japan)을 사용하여 조절자극량이+1.50
D, +1.00 D, +0.50 D, 0 D일 때를 측정하기 위해 시표 위치를 0.67 m, 1 m, 2 m, 5 m로
설정하였다. 동일한 거리에 태블릿 PC (Ipad Air 4th generation Wi-Fi, Apple)를 통한 증강
현실 영상 속 시표, 카메라를 통한 실제 시표를 보았을 때의 굴절력을 측정하여 조절반응량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조절자극량이 +1.50 D, +1.00 D, +0.50 D, 그리고 0일 때를 기준으로 나누어 각각의
굴절력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조절자극량이 증강현실영상의 경우 1.85 D, 1.84 D, 1.77 D,
1.74 D로 변화하였으며, 카메라 실시간 영상의 경우 2.02 D, 1.93 D, 1.85 D,

1.89 D로 변

화하였다.
증강현실과 카메라 영상 시청에서 거리에 따른 조절반응량은 적은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증강현실 영상과 카메라를 통해 영상 시청의 조절반응량 차이를 보면 실시간 카메라 영상의
경우가 항상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결론: 증강현실과 카메라 실시간 영상을 시청할 경우에서의 조절반응량의 변화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AR기기를 통한 시기능 훈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 표 자 : 문세준, +82-10-9597-4857, djsej789@naver.com
교신저자 : 강현구, +82-33-649-7375, hgkang@c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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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 3>

분과 - B1

직난시안의 콘택트렌즈 착용 시
처방법에 따른 각막수차 및 대비감도 비교
서민경, 박채임, 김소라, 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난시교정을 위한 콘택트렌즈 처방 시 축 교정을 위한 토릭소프트콘택트
렌즈(이하 토릭렌즈)와 등가구면 처방의 소프트렌즈(이하 구면렌즈) 착용이 각막수차와 대비감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0.75 D 이상의 각막난시를 가진 20대 17명을 대상으로 토릭렌즈와 구면렌즈를 각각
착용시키고 동공 영역에 따라 각막수차 및 대비감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착용감을 평가
하였다.
결과: 구면렌즈 착용 시 직난시안의 저위수차와 전체수차는 나안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토릭렌즈 착용 시에는 동공 영역에 관계없이 나안 대비 유의한 감소
를 나타내었다. 반면 고위수차의 경우는 두 렌즈 착용 시 모두 동공 영역 6 mm에서 4 mm
대비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난시도 별 저위수차 및 전체수차를 동공 영역에 따라 비교한 결
과, 구면렌즈 착용 시에는 나안의 동공 영역 6 mm에서 발생했던 난시도 간 수차 차이만 감
소하였던 반면, 토릭렌즈 착용 시에는 모든 동공 영역에서 난시도 간 수차 차이가 감소함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감소는 고도난시 그룹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릭렌즈 착용 시
구면렌즈 대비 높은 대비감도를 나타내었으며, 5 cpd 이상에서의 대비감도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도 유의하였다. 난시도 별 대비감도의 비교 시에는 처방법에 관계없이 5 cpd 이상부터는
고도난시군에서 대비감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토릭렌즈 착용 시 이물감, 작열감
및 가려움을 제외한 모든 자각증상에서 구면렌즈 대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 난시교정을 위한 콘택트렌즈의 처방 시 축 교정 여부에 따라 동공 영역
별로 각막수차와 대비감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는 착용자의 시각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릭렌즈 착용 시 시각적 만족도에 미치는 고위수차의 영향은 크지 않다
는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발 표 자 : 서민경, 02-970-6225, alsrod17@naver.com
교신저자 : 박미정, 02-970-6228, mjpark@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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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 4>

분과 - B2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의 베이스커브에 따른 건성안의 시력의
질 및 자각적 증상 비교
최지수, 윤나라, 박미정, 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베이스커브가 상이한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의 착용이 건성안의 시력의
질과 자각적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을 기준으로 건성안으로 분류된 20대 남녀 42안을 대상으로
베이스커브를 제외한 모든 파라미터가 동일한 senofilcon A 재질의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 2
종을 착용시킨 후, 각막수차와 대비감도를 측정하고, 자각적 증상을 설문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각 베이스커브 별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 착용 시 유의한 수차의 변화를 보이는 각막곡
률을 기준으로 대상안을 3그룹으로 나누어 대비감도와 자각증상을 비교한 결과, 41.70 D 미
만의 각막에서는 9.0 mm 베이스커브 렌즈 착용 시 8.5 mm 베이스커브 렌즈 대비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우수한 효과가 나타났으나, 41.70∼43.24 D의 각막에서는 8.5 mm 베이스커브
렌즈 착용 시 유의하게 낮은 각막수차를 나타내었던 반면, 대비감도는 cpd별로 상이한 값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43.25 D 이상의 각막에서는 각 베이스커브의 렌즈 착용 시 모든
측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착용자의 자각증상을 시력 및 안 피로
관련 불편감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모든 각막곡률의 그룹에서 9.0 mm 베이스커브 렌즈
착용 시 8.5 mm 베이스커브 렌즈 착용 시보다 큰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 착용 시 건성안의 각막곡률과 베이스커브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각막곡률의 범위에 따라 보다 나은 시력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베이스커브를 제안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상에서 실리콘하이드로겔렌즈 처방 시 성
공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각막곡률에 적용 가능하도록 세분화된 베이스커브의 실리
콘하이드로겔렌즈가 제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할 수 있겠다.

발 표 자 : 최지수, 02-970-6225, choi_ji97@naver.com
교신저자 : 김소라, 02-970-6264, srk2104@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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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 5 >

분과 - B3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 착용 시 축 회전에 따른
각막수차의 변화

황민준, 김도균, 김소라, 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이하 토릭렌즈)의 착용에 따른 수차의 교정효과

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토릭렌즈의 축 회전이 각막수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방법: 소프트콘택트렌즈 착용 경험이 있으며, -0.75 D 이상의 직난시를 가진 20대 41안을 대
상으로 하였다. 단안 교정시력이 0.8 미만이거나 토릭렌즈 착용 후 안정화 시 축이 5° 이상
틀어진 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중쐐기형 디자인의 토릭렌즈를 사용하였으며, 토릭
렌즈 착용 전 및 착용 20분 후에 각막의 전체수차, 저위수차 및 고위수차를 측정하여 각막수
차의 교정효과를 알아보았고, 이 후 토릭렌즈를 30±5° 회전시키고 각 수차를 측정하여 회전
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동공 크기나 난시도에 관계없이 토릭렌즈 착용 시 각막의 전체수차와 저위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축이 틀어진 경우에는 수차의 감소 정도가 작아져
광학적인 면에서 낮은 교정효과를 나타냈었다. 토릭렌즈 착용 시 각막 고위수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축 회전 시에는 그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동공 크기가 4 mm에
서 6 mm으로 증가하였을 때에는, 나안, 토릭렌즈 착용 후 축 안정화 시, 축 회전 시 모두
각막수차가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를 난시도 별로 분석한 결과, 토릭렌즈 착용 및 회전
유무에 관계없이 고도난시군에서 가장 큰 각막수차를 나타내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토릭렌즈의 축 회전이 광학적인 질을 의미하는 수차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었다. 즉, 토릭렌즈 착용 시 축 회전은 안정화 시보다 유의하게 큰 각막수차를
보였고, 고위수차의 경우는 축 회전 시 가장 큰 수차를 나타내었으므로 시력의 변화에는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학적인 질 저하를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발 표 자 : 황민준, 02-970-6225, minmin1128@naver.com
교신저자 : 박미정, 02-970-6228, mjpark@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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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 6>

분과 - B4

중노년층에서 마이봄샘 이상과 눈물막과의 상관성 분석
이민지, 이군자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중노년층에서 마이봄샘 이상과 눈물막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50-60대를 대상
으로 마이봄샘 이상, 눈물의 양과 안정성 및 지질층 두께를 측정하고, 안구건조증 설문지
SPEED(Standard Patient Evaluation of Eye Dryness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확인하
였다.
방법: 50-60대 중노년 30명(남 16명, 여 14명, 평균연령 63.67±4.45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눈물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수치가 보통 또는 좋은 날(0~80㎍
/m³)에만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자각적 증상은 SPEED 안구건조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눈
물의 양은 OCCUTUBE(OccuTech Co., LTD, Seongnam, Korea)로, 눈물막 안정성은 침습
적 눈물막파괴시간(TBUT)으로 평가하였다. 눈물의 지방층 두께(LLT)과 눈깜박임 양상 및 마
이봄샘 이상은 LIPIVIEW IIⓇ(LipiViewⓇ Ocular Surface Interferometer, TearScienceⓇ,
Morrisville, NC, USA)로 측정하고 Image J®(NIH, Bethesda, MD, USA)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SPEED 안구건조증 설문값은 9.67±4.84점으로 전체 대상자의 50%가 정상 기준값인 6
점보다 높았다. OCCUTUBE와 TBUT 검사값은 각각 3.02±0.92 mm, 3.74±0.77초로 대상자
중 90%, 58%가 정상 기준값보다 짧아 수성층과 눈물안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LT는 91.91±10.22 nm로 전체 대상자의 53%가 정상 기준값인 70 nm보다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봄샘 이상 중 마이봄샘 비대(thickness) 현상은 전체 대상자 중 15%에서, 마
이봄샘이 1개 이상 소실(loss)된 경우는 52%에서, 부분적 손상(partial gland)은 95%에서 나
타났으며, 마이봄샘의 손상 비율은 전체 마이봄샘 중 41.32±13.47%로 높게 나타났다. 마이
봄샘 비대는 눈물의 양과 음의 상관성이 있었고(r=-0.288, p<0.05), 마이봄샘 손상은 LLT와
양의 상관성이 있었으며(r=0.268, p<0.05), LLT는 SPEED 검사값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r=0.301, p<0.05). 눈깜박임 횟수(1분 기준)는 31.72±13.01회로 대상자의 78%가 정상기준값
인 15회보다 많았고, 대상자의 68%가 불완전 눈깜박임을 보였으나 눈물막과 상관성은 보이
지 않았다.
결론: 50대-60대 중노년층의 경우 눈물의 양, 안정성 및 지질층 안정성이 모두 정상 수준보
다 낮았고, 마이봄샘의 손상 비율이 높았으며, 마이봄샘의 손상은 지질층 두께와 눈물의 양에
영향을 주어 건성안 증상을 더 느끼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발 표 자 : 이민지, dbsdk1506@naver.com
교신저자 : 이군자,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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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 7 >

분과 - B5

웹툰을 활용한 안경사 이미지 제고

김혜민1, 박수빈1, 안영주1, 정재필2, 김효진3, 박창원1
1

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문화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3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전문적인 이미지의 정립이 요구된다. 안경사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한 내용의 웹툰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어 기존의 안경사 이미지에서 변화가 생겼는지를
관찰하고 더 나은 안경사의 이미지 개선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방법: 일반인 100명을 대상으로 안경사의 이미지를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
미지 영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적용하였고 안경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제작된 안경사
웹툰을 보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웹툰을 보기 전 안경사 이미지 전체 평균은 3.81 점으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 전통적
이미지는 3.82 점, 사회적 이미지는 3.30 점, 전문적 이미지 4.18 점으로 나타났다.
웹툰을 보고 난 후, 안경사 이미지 전체 평균은 4.25 점, 전통적 이미지는 3.95 점, 사회적
이미지는 4.22 점, 전문적 이미지 4.59 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 0.050).
결론: 웹툰을 보고 난 후 전반적으로 안경사 이미지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띠었
다. 안경사 스스로가 전문직 안경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문성이 드
러내는 것이 전문적인 직업 이미지를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 표 자 : 김혜민, (041-550-9140), khm7114@bscu.ac.kr
교신저자 : 박창원, (041-550-9140), cwpark2011@b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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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 8>

분과 - B6

스포츠비전에서 좌우 시각전달로의 질적 기능 연구
정재헌, 이윤지, 서재명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 동체시력(dynamic and kinetic vision)을 비롯하여 우세안(dominant eye)과 우수
(dominant hand)에 대한 연구는 검안학 분야에서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제1주시방향을 기
준으로 좌측 세상은 우측시로를 통해, 우측 세상은 좌측시로를 통해 시각피질로 전달된다. 그
러나 좌우 시각전달로에서 시각피질로 유입되는 시각정보 간 질적 비교 연구는 전무하기 때
문에 본 연구진은 우세안과 우수가 좌우 시각전달로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방법: 양안시력이 0.8 이상으로 서로 유사하면서 안질환이 없는 성인 남녀 35명을 대상으로
했다. 동측성 반맹시를 유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좌우 시각전달로에 시자극을 독립적으
로 통제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시자극은 morphonom 소프트웨어(Smith-Kettlewell
Eye Research Institute, USA)를 사용하여 좌에서 우로 이동하는 gabor 패치(3, 18 cpd)를
crt 모니터(Trinitron Multiscan G400, Japan)에 구현했다. 패치의 이동속도는 83.3, 166.7,
250을 사용했다. 정신물리학적 측정에서 발생하는 학습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16개 세
션의 순서는 무작위로 하여 측정했다. 상관관계의 통계분석과 그개프 작성은 r 프로그래밍을
사용했다.
결과: 공간주파수 3 cpd를 좌측과 우측 시각전달로에 보냈을 때 좌측경로에서의 시각인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

83.3의

경우

r이

0.54(p=0.00067)

166.7에서는

r이

0.37(p=0.025)로 나타났다. 18 cpd에서도 좌측 경로에서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83.3에서 r이 0.61(p=0.00007), 166.7에서 0.35(p=0.038)로 나타났다. 오른쪽 눈이 우위안일
경우 좌측 경로의 시각인지가 우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3 cpd 패치가 83.3으로 움
직일 때 r이 0.65(p=0.0038), 166.7에서는 0.35(p=0.15)로 나타났다. 한편, 우위안이 좌안일
경우 좌측경로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18 cpd의 83.3일 때 r이 0.58(p=0.0016)로 증가
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cpd의 패치가 166.7로 이동할 때는 r이 0.33(p=0.097)으
로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결론: 물체의 이동속도가 느릴수록 그리고 물체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좌우 시각전달로의 인지
차이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왼쪽 눈이 우위안일 경우에는 물체가 크고 속도가 너무 빠르
지 않는다면 좌측 경로로 입력되는 시각정보가 질적으로 가장 좋다고 사료된다. 한편, 물체가
작고 속도가 느리면 우측 경로로 입력되는 시각정보의 질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된다.
발 표 자 : 정재헌, 전화번호(055-299-7978), wjdwogjs6978@naver.com
교신저자 : 서재명, 전화번호(055-230-1294), jaemyoungseo@ma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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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

분과 - A1

휘도와 주시거리가 동공반응에 미치는 영향
정유은, 이예슬, 서재명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자연계에서 눈은 주시거리의 변화에 따라 반사 작용을 한다. 시자극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록 조절성폭주와 폭주성조절 등의 작용으로 동공은 감소하게 되는데 대부분 시자극의 표면
에서 반사하는 휘도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진은 시표의 표면에서 반사하는 휘도
량을 유지한 채 동공의 크기와 홍채근의 이완 수축기를 측정해보고자 했다.
방법: 만 18세~25세 (만 20.88 ± 1.88세)의 대학생 30명(여 18명, 남 12명)을 대상으로 시표
에서 발생하는 휘도가 모든 주시거리(400 cm, 100 cm, 30 cm)에서 8 cd/m2와 800 cd/m2
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광원(LED)을 통제했다. 주시거리별 동공의 크기 변화를 계측하기 위하
여 양안개방형자동안굴절계(NVision k-5001)의 스크린을 촬영하여 영상 편집프로그램인
ACDSee Lexea(USA로 홍채의 이완과 수축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했다. 동공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촬영된 영상을 캡쳐하여 AutoCAD 2011(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R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및 그래프를 작성했다.
결과: 8 cd/m2에서 400 cm의 시표를 바라볼 때 홍채 이완기에서 동공의 크기는 5.55±0.98
mm, 수축했을 때는 6.49±0.82 mm였다(p=0.0001). 주시거리가 100 cm일 때 각각
4.7±0.97 mm, 5.96±0.91 mm로 나타났으며(p<0.01) 30 cm에서는 3.88±0.81 mm,
5.18±0.97 mm로 나타났다(p<0.01). 800 cd/m2하에서의 홍채근의 이완 수축기는 모든 주시
거리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주시거리 400 cm에서 동공의 반응시간은 8 cd/m2에
서 69.27±41.22 ms, 888.27±325.93 ms(p<0.01), 100 cm에서는 이완 수축기 간 차이 값은
81.73±44.81 ms(p=0.00), 30 cm에서는 93.97±28.37 ms로 나타났다(p=0.00). 800 cd/m2
에서는 각 주시거리 400 cm, 100 cm, 30 cm 주시시 차이 값은 133.8±61.62 ms,
132.2±63.17 ms, 148.9±79.08 ms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1).
결론: 눈을 감았다가 뜬 이후 최대로 축동되고 다시 산동 될 때 주시거리가 짧을수록 동공의
크기가 더 작아진다. 이때 주변의 환경이 밝을 때 보다 어두울 때 더 오래걸리는 것으로 나타
나 야간에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홍채근의 움직임이 둔화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발 표 자 : 정유은, dbeks7568@naver.com
교신저자 : 서재명, 055-230-1294, jaemyoungseo@masan.ac.kr

- 1 -

2021 대한시과학회・한국안광학회 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 2>

분과 - A2

원시안의 5년간 굴절이상 추적 관찰 연구

이 법, 임현성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 원시성 굴절이상 안(원시, 원시성 난시, 혼합 난시), (이하 현성 원시)에 대해 약 5년간
구면 도수와 난시 도수, 난시 축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경기도 평택 소재 ㅇㅇ안경원에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방문한 구면 굴절력 +0.75D 이
상의 현성 원시안 1,393명 중, 약 5년간 지속적으로 굴절검사를 진행한 182명(남 93, 여 89
명), 364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절마비 굴절검사가 필요한 10세 미만의 대상자는 안과 처방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그 외의 대상자는 ARK(HRK-8000, HUVIZ, KOREA)로 타각적 굴절검
사를 진행하였고, 포롭터(HDR-7000, HUVIZ, KOREA)로 운무를 포함한 자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한 후, 검영기(Retinoscope, Welch Aiiyn, Germany)로 재확인한 완전 교정 수치를 적
용하였다. 안과적 수술(백내장, 사시 등)수술 병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 : 현성 원시안의 분포는 60대 이상에서 48.56%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 2.72%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 굴절이상 안에서 현성 원시안의 비율은 10대 미만 33.88%, 60대 이상에서
41.89%로 높았다. 구면 굴절이상 정도는 10대 미만이 2.784D로 가장 높고, 50대에서 0.97D
로 가장 낮았다. 5년간 굴절이상 변화는 10대 미만에서 30대까지는 (+)도수가 감소하고, 40대
부터 60대 이상에서 (+)도수가 증가하였다. 변화량은 10대에서 -1.588D, 50대에서 +0.568D
로 가장 큰 변화량을 보였다. 난시도수는 모든 연령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30대에서
-0.042D로 가장 변화가 적었다. 난시축은 10대 미만 87.5%, 10대 93.5%, 20대 78%, 30대
66.8로 직난시의 분포가 매우 높고, 40대 60%, 50대 57.7%, 60대 이상 78.26%로 도난시의
분포가 많았다.
결론 : 현성 원시안의 굴절이상 변화 정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근시안의 변화 정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향후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원시의 정확한
굴절 검사값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이 법, 전화번호(031-618-5525), leebeob70@naver.com
교신저자 : 임현성, 전화번호(031-740-7242), hsI@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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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

분과 - A3

한국 안경원에 대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식 조사

박지현, 박승주, 김달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안경원에 대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식을 조사하고, 명동·이태원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안경원을 위한 재한(在韓) 외국인 맞춤 마케팅 전략의 수립하는 것
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방법: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대체로 한국 안경원과 모국 안경원의 차이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안경원을 모국의 안경원과 비교했을 때 낮은 가격, 고객 응대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문성에 대한 불신과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거주지 근처의 안경원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선택하고 있었으며 검안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고 제품 가격이 저렴한 한국 안경원에 대한 선호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해외 안경원에 대한 한국 안경원의 장점인 저렴한 가격, 검안 비용 무료, 친절한 고객
응대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약점인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제고 노
력이 요구된다.

발 표 자 : 김달영, 02-970-6229, dykim@seoultech.ac.kr
교신저자 : 김달영, 02-970-6229, dykim@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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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4>

분과 - A4

수영장비 착용 전⋅후 융합여력 변화

박승철, 조현국, 문병연, 김상엽, 유동식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수경, 수영모를 착용했을 때 융합여력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 및 사시가 없는 평균 연령 22.33±1.71 세의 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미착용상태, 수영모 착용 상태, 수경 착용 상태, 수영모와 수경 모두 착용한 상
태 세 가지 조건 상태로 Risely rotary prism을 이용하여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융합여력을
측정하였다.
결과: 원거리에서 미착용상태와 비교할 때 평균 융합여력 변화량은 0~2.19△ 변화 하였으며
원거리

BO융합여력

분리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BO분리점:

13.14±6.95△,

11.24±5.53△, 11.05±6.45△, 12.76±5.89△) 평균분석결과 가장 통계적 유의성과 가까운 조
건은

근거리

BI분리점이며(BI분리점:

17.18±6.38△,

17.11±6.23△,

15.89±5.56△,

16.93±4.82△, p=0.061) 나머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원근거리에서 미착용상태와 세 가지 조건(수영모, 수경, 모두 착용)의 상관분석 결과 가장큰
상관성을 보인 조건은 BI분리점이며(BI분리점: r=0.903, r=0.830, r=0.870,) 이외 모든 조건에
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미착용상태와 비교했을 때 수경, 수영모를 착용했을 때 평균 융합여력은 통계적인 유의
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상관분석결과 원⋅근거리 모두 상관성을 보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
이지 않았으나 평균값이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모든 조건에서 상관성을 나타냈기 때문
에 수영장비 착용이 융합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박승철, +82-33-540-3410, tmdcjf5639@gmail.com
교신저자 : 유동식, +82-33-540-3415, yds@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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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

분과 - A5

화학적 환원법에 의한 은 나노 제조 및
PEI안경테 코팅막의 항균성 평가
김영미, 김기홍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환원법으로 은 나노 입자를 제조한 후, 이를 사용해 안경테 소재
인 울템 (PEI:Polyetherimide)에 코팅하여 항균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방법: AgNO3 (Silver nitrate)와 PVP(Polyvinylpyrrolidone)을 사용하여 화학적 환원법으로
은 나노를 합성한 후 은 나노의 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사
용하였다. 화학적 환원전의 상태를 대조군으로 두고 환원시간을 10분, 20분, 30분, 40분, 50
분, 60분으로 설정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SEM과 EDS를 사용하여 은 나노 입자의
결정과 성분을 확인하였다. 합성한 은 나노는 아크릴레이트를 주재로 하는 코팅 바인더와 교
반 후 안경테 소재인 PEI기판에 스핀 코팅하고 열 경화 시켰다. 항균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
람 음성균인 Escherichia coli를 사용하여 JIS Z 2081규정에 따라 필름 밀착법으로 코팅막의
항균성을 측정하였다.
결과: 은 나노의 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 화학적 환원반응이 일어난 직후
약 400nm 근방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은 흡수 파장대가 나타났다. 이러한 은 나노 입자의 생
성은 은 나노 입자의 최대 흡수 파장대가 약 400nm 근방에서 나타난다는 선행논문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피크가 더욱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M
을 통해 확인한 은 나노 입자는 약 20~100nm의 삼각형과 구형 등의 결정으로 형성되어있었
으며, EDS 분석 결과 시료의 구성 물질 중 은이 75.89%, 탄소가 24.11%로 나타나 은 나노
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름밀착법에 의한 은 나노 코팅막의 항균력은 대조군 대비 약
99.9%의 항균성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은 나노 합성시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은 나노 입자의 형성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은 나노를 사용하여 안경테 소재인 울템에 코팅한 코팅막은
Escherichia coli에 대한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항균 안경테 제작 시 은 나노
코팅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발 표 자 : 김영미, feliceme19@cu.ac.kr

- 5 -

2021 대한시과학회・한국안광학회 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 6>

분과 - A6

미취학 아동의 근시 유병률을 기초로 한
진행성 근시(progressive myopia) 예측
정경재, 양유진, 심준영, 윤정호, 위대광, 송윤영, 정미아, 이기석
여주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미취학 이전에 발생한 근시는 학교 근시(school myopia)와 달리 진행성 근시(progressive
myopia) 즉, 고도 근시(high myopia)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취학 이전과 이후의 근
시 유병률을 분석하여, 취학 후 고도근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시력장애(visual impairment) 예
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근시(코드: H521)로 진단을 받은
근시안을 대상으로 취학 이전(9세 미만)에 발생한 근시안과 근시가 진행되고 있는 취학 후(9세~19세 미
만) 근시안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근시로 진단받은 전체 근시안의 평균은 1,274,248±69,778.34명이
었으며, 이 중 9세 미만 취학 전 근시 아동은 262,330.3±14,947.40명 그리고 9~19세 미만 취학 후 근
시 학생은 453,955±57,444.59명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근시안에서 취학 전과 후의 근시 유병률은 각각
20.59%와 36.36%로 나타났으며,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약 15.77%를 보였다. 4년 동안 매년 전체 근시
에서 취학 이전의 근시 비율이 2016년 20.83%, 2017년 20.33%, 2018년 20.50% 그리고 2019년
20.69%의 높은 유병률로 매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 아동들이 취학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학교 근
시보다 고도 근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력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론: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보고에 의하면 2010년 전인구의 27.00%와 2.80%가 근시와
고도근시이며, 동북아시아 인구의 약 50.00% 정도가 근시안으로 고도근시로 진행되어 비율이 점차 높아
지고 있다고 우려를 하였지만, 초기에 근시 진행을 50.00%를 줄이게 되면 고도근시를 90.00%까지 줄일
수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전체 근시안 중 근시가 있는 미취학 아동의 근시 유병률이 높아
고도 근시 진행 억제와 그에 따르는 여러 시력장애 등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시력 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정경재, 031-880-5433, economic1998@gmail.com
교신저자 : 이기석, 031-880-5433, skialee@y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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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7>

분과 - A7

우세안과 원거리사위가 신체협응에 미치는 영향

손준혁1, 강성필1, 박유미1, 이석원1, 정지원1, 강성수1, 이승덕1,2, 이지영1,2
1

수성대학교 안경광학과, 2수성대학교 안경광학연구소

목적:
시각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감각중의 하나이다. 시각적 자극은 우리 신체
의 많은 부분을 자극하기도하고 이끌어간다. 하지만 신체 중심에서 우측 및 좌측이 동일한 힘
과 감각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각계에서 우세안과 사위량이 신체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한다.
방법:
우위안과 원거리사위량을 측정하였다. 눈을 감고 전방을 향하여 무릎을 허리까지 높이 올려
걷도록 하였다. 3m를 걸어가면 걸음을 멈추도록 하고 신체가 기울어진 각도와 출발점 전방
3m 지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였다.
결과:
우세안과 이동 후 신체의 방향성에서 유의한 관계를 확인하였다(p=0.001). 원거리사위량과
기울어진 신체의 방향 각도에서 유의한 관계를 확인하였다(p<0.05). 또한 원거리사위량과 도
착점에서 이탈한 거리와 유의한 관계를 확인하였다(p<0.05).
결론:
우세안과 신체운동에 대해 알아보기위해 우세안 및 원거리사위량, 신체운동을 통한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신체운동성에서 시각을 배제한 운동성을 확인하여 평소 시각적 자극이 신체의 운
동을 제어하는가에 대한 평가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각자극을 제외한 신체운동에서 우
세안 측으로 신체의 기울임을 확인하였다. 원거리사위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의 방향이 많이
기울어지고 중심이탈이 많아짐을 확인하였다. 시각 기능 처방 및 교정에서 정확한 검사가 필
요하고, 신체협응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발 표 자 : 손준혁, 053-213-9976, sonyd159@naver.com
교신저자 : 이지영, 053-749-7267, jylee@s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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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8>

분과 - A8

굴절검사에서 연령별 조절변화량

김성진1, 방상택2, 김행정1, 정소영1, 김기홍1
1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2수성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 굴절검안에 있어서 연령별 증가에 따른 안와의 크기 및 부속물의 변화에 대응하는
보상효과로 조절 변화량에 따른 굴절검안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연령별 조절
변화량이 시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는데 있다.

방법: 굴절 검사에서 무한 원거리 및 근거리의 자극에 대응하는 조절 반응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 선조 검영기를 이용하여 74개의 정시 단안을 대상으로 굴절검사를 진행하였다. MEM 0.4
시력카드의 스넬린 (Snellen chart) E 단일문자를 검영기헤드 (no 18235, WelchAllyn,
USA) 전면에 부착한 선조 검영기를 이용하여 동공 반응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령별로 Ⅰ
군(20∼39대), Ⅱ군(40∼49), Ⅲ군(50∼59) 그리고 Ⅳ군(60∼60)로 분류를 하여 검정을 하였
다.

결과: 연령증가에 따른 모 집단의 안 내 반응점의 평균(Mean±SD)은 단안 내 전 반응은
±2.94±0.11 D, 조절휴지상태의 반응점은 –0.51±0.29 D, 근거리(0.33 m)의 조절 반응점은
2.43 D 그리고 조절지체는 0.93±0.58 D의 결과를 보였다. 원점 조절반응의 경우 Ⅰ군에서 –
0.83±0.17 D, Ⅱ군에서 –0.53±0.17 D, Ⅲ군에서 –0.36±0.19 D 그리고 Ⅳ군에서 –
0.23±0.20D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근점 조절반응은 Ⅰ군에서 2.10±0.17 D, Ⅱ군에서
2.44±0.20 D, Ⅲ군에서 2.56±0.21 D 그리고 Ⅳ군에서 2.72±0.21D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
었다. 조절지체는Ⅰ군에서 0.25±0.25 D, Ⅱ군에서 0.92±0.36 D, Ⅲ군에서 1.20±0.39 D 그
리고 Ⅳ군에서 1.52±0.37D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결론: 안경 굴절검안에 있어서 원거리 시력 1.0을 기준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Ⅰ군에 비해
서 Ⅱ군 이후 원거리 조절반응의 절대값은 감소하면서 근거리 조절반응과 조절지체는 증가하
기 하였다. 굴절검안에 있어서 연령별로 원거리 조절반응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령증가
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발 표 자 : 김성진, +82-53-850-2888, reos690@naver.com
교신저자 : 김기홍, +82-53-850-2551, kkh2337@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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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9>

분과 - A9

시야주도 우세안, 초점주도 우세안과
우세손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
류인행, 전인철
동신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과
목적: 시야주도 우세안과 초점주도 우세안 그리고 우세손과 일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안질환이 없는 성인 58명(23.79±5.03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완전 교정 상태에서 원거
리(5 m)시표를 주시하여 Hole in the card법으로 시야주도 우세안을 측정하였으며, 초점주
도 우세안은 5 m 앞 백열등(80W)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2.00 D의 구면렌즈를 양안에 번갈
아 가며 가입한 후 흐려 보이는 눈을 초점주도 우세안으로 기록하였다. 각각의 검사는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결과: 대상자 총 58명 중 우안이 시야주도 우세안인 경우가 45명(77.58%), 초점주도 우세안
은 38명(65.51%)으로 나타났다. 시야주도 우세안과 초점주도 우세안이 동일한 경우는 39명
(67.24%)이었고 시야주도 우세안과 우세손이 같은 대상자는 45명(77.58%)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초점주도 우세안과 우세손이 같은 대상자는 38명(65.51%)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그리고 양안의 등가구면도수 0.75 D차이가 있는 대상자 39명 중 교정굴절력
이 낮은 눈이 시야주도 우세안인 경우가 22명(56.41%), 초점주도 우세안인 경우는 26명
(66.67%)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결론: 우세손과 시야주도 우세안, 초점주도 우세안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시야주도 우세
안은 10명중 7.8명이 우세손과 일치하므로 우세손으로 시야주도 우세안을 예측하는 것이 가
능하고, 양안의 등가구면도수 0.75 D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교정굴절력이 낮은 눈이 시야주
도 우세안 및 초점 주도 우세안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발 표 자 : 류인행, 전화번호(010-4931-7955), inseckick@naver.com
교신저자 : 전인철, 전화번호(061-330-3554),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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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0>

분과 - A10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시 발생되는 광학적인 문제점
박수빈1, 김혜민1, 안영주1, 김효진2, 박창원1
1

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도수 안경 판매에 대한 건을 다루고
자 한다. 도수 안경을 온라인 판매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누진다초점 안경을
중심으로 광학적, 조제 가공학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고자 한다.
방법: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건은 안과병원에서 검사처방을 받은 결과
기록지를 토대로 온라인으로 안경을 주문하는 방식이다. 안경도수와 동공간 거리의 정보만으
로 처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상에서는 누진다초점렌즈를 처방하는데 있어 필수적
으로 체크하고 미세조정이 필요한 항목들(광학중심점 높이 Oh, 안면각, 경사각, 시선의 수평
및 수직 이동량, 코받침 미세조정)을 고려할 수 없다. 이때 발생되는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
고자 한다.
결과: 누진다초점 안경이 온라인 판매될 때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먼저 안경테가 선택이
되어야 광학적 중심높이 Oh의 확인이 가능한데 이 위치의 확인 및 재조정이 불가한 상황에
서는 착용자의 수직이동량과 누진렌즈의 누진대의 위치를 맞출 수 없다. 원거리 or 근거리
시력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긴다. 둘째, 안면각의 크기가 맞지 않을 때 광학적 수차의 발생으
로 사물이 흐려보이고 불필요한 유발 프리즘으로 인해 두통, 눈의 피로감이 발생한다. 셋째,
착용자의 주시선과 안경의 경사각을 고려해서 피팅해야 수차의 최소화로 선명한 시야가 확보
되는데 안경사와의 실제적인 대면 피팅과정이 생략되면 누진렌즈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넷
째, 누진다초점렌즈는 기본적으로 누진대의 폭이 협소한 형상을 띤다. 착용자 시선의 수평 이
동량에 매우 민감한데 실제 안경착용자의 시습관을 체크하여 조제가공 P.D.를 미세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다섯째, 안경착용자의 수직 이동량을 체크한 후 이동량이 부족할
경우에 코받침 및 패드위치 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
었을 때 해결되지 않으면 특정거리에서 시력이 저하된다.
결론: 안경 처방은 단순히 도수와 동공간 거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경렌즈의 특
성에 따라 적합한 안경테의 선택과 안경가공 후의 재조정 및 미세조정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누진다초점렌즈의 경우에는 착용자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고려해야하고 착용자의 시습관
과 안경테의 피팅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온라인에서의 안경처방
은 다양한 수차의 발생 및 안경 부적응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발 표 자 : 박수빈, (041-550-9140), kimmoon@bscu.ac.kr
교신저자 : 박창원, (041-550-9140), cwpark2011@b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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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1>

분과 - A11

휘도와 주시거리가 조절랙에 미치는 영향
박채은, 이윤지, 서재명
1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휘도와 주시거리의 변화에 따라 양안개방형자동안굴절력계(NVision k-5001)로 굴절력을 측정하
여 조절래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안과적 질환이 없는 대학생 18세~25세(만21±1.927세)의

성인남녀 29명(여 16명, 남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안개방형자동안굴절계(NVision k-5001)의 스크린과 LED를 사용하여 모든 주시거
리에서의 시표 휘도를 8 cd/m2와 800 cd/m2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실의 조도를 통제했다. 각 주시
거리별 시표에서 나오는 휘도 동일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폭주와 조절로 인해 발생한 조절력만을 측정
하여 분석하였다. 주시거리는 400cm, 100cm, 30cm를 사용했다.
결과: 거리별 시표의 휘도를 모두 8 cd/m2로 동일하게 유지한 채 주시거리 400 cm, 100 cm, 30 cm
에서 피검자의 굴절 이상도는 각각 –3.17±2.63 D, -3.46±2.51 D, -4.47±2.44 D가 측정되었다. 휘도
를 800 cd/m2로 유지한 채 각각의 주시거리에서 측정한 피검자의 굴절이상도는 –3.43±2.66 D,
-3.77±2.59 D, -4.7±2.41 D였다. 8 cd/m2하의 주시거리 400 cm, 100 cm 간 조절랙은 0.46 D로
나타났다(p=0.67). 100 cm에서 30 cm의 주시시 발생한 조절랙은 1 D였다(p=0.128). 400 cm에서 30
cm 주시시 나타난 조절랙은 1.46 D였으며 역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057). 800 cd/m2에서
400 cm와 100 cm의 조절랙은

0.46 D(p=0.612)였으며 100 cm와 30 cm의 조절랙은 1 D로 나타났

으며(p=0.141) 400 cm와 30 cm에서 측정한 조절랙은 1.46 D였다(p=0.0499).
결론: 밝을 때나 어두울 때 모두 휘도가 동일한 사물을 바라볼 때 주시거리 마다의 굴절이상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더 많은 샘플 수를 확보하여 휘도와 주시거리의 영향력 비교해보
고자 한다.

발 표 자 : 박채은, parkchae0909@naver.com
교신저자 : 서재명, 055-230-1294, jaemyoungseo@ma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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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2>

분과 - A12

안저사진을 활용한 시신경유두 크기와 근시와의 관계 분석

이윤서, 장수정, 박형건, 진예린, 임현성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목적: 안저촬영을 통해 시신경유두의 넓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시신경유두의 크기와 근시
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안경광학과 재학생 중 중등도 근시 9명, 고도 근시 5명, 원시 1
명 총 15명을 대상으로 안저카메라(TRC-NW400, TOPCON, JAPAN)를 이용하여 안저를 촬영
후에, 촬영 이미지에서 시신경유두의 가로, 세로 직경을 픽셀 단위로 계산 후, 단위 변환하여
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넓이 계산에는 ‘변형된 타원형 공식    ×(시신경유
두 가로 직경)×(시신경유두 세로 직경)’을 이용하였다.
결과: 중등도 근시의 우안 시신경유두 가로 값의 평균은 6.24, 고도 근시의 평균은 6.23로 중
등도 근시가 약 0.01 더 크게 측정되었다. 우안 시신경유두 세로 값의 평균은 중등도 근시는
6.88, 고도 근시는 6.46으로 세로값 역시 중등도 근시가 약 0.42 더 크게 측정되었다. 변형된
타원형 공식을 통해 계산한 우안 시신경유두 넓이는 중등도 근시는 35.53, 고도 근시는
33.34로 중등도 근시의 시신경유두 넓이가 약 2.19 더 넓게 측정되었다. 좌안 시신경유두 가
로값의 평균은 중등도 근시는 6.70, 고도 근시는 6.14로 중등도 근시가 약 0.56 더 크게 측
정되었다. 시신경유두 세로값은 중등도 근시는 6.68, 고도 근시는 6.67로 중등도 근시가 약
0.01 더 크게 측정되었다. 변형된 타원형 공식을 통해 계산한 좌안 시신경유두 넓이는 중등도
근시는 36.91, 고도 근시는 32.24로 중등도 근시가 약 4.27 더 넓게 측정되었다.
결론: 양안 시신경유두의 가로, 세로, 넓이 모두 중등도 근시 값이 더 컸으며, 중등도 근시와
고도 근시의 가로 직경값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이윤서, dbstj3333@naver.com
교신저자 : 임현성, 031-740-7155, wisestar0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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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3>

분과 - A13

근거리 정적 입체시에
난시안의 교정 축 어긋남이 미치는 영향
정수아1, 김기창2, 김현정2
1

원광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2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근거리 정적 입체시에 난시 교정 축 어긋남 유형과 어긋남 양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방법: 난시안인 20대 성인남녀(평균연령: 22.16±1.95세) 2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완전교정 한 상태에서 근거리 정적 입체시(Random Dot Stereo Acuity Test, Vision
Assessment Corporation, USA)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4단계의 교정 축의 어긋남 양(1, 3,
5, 10°)과 4종의 어긋남 유형(CCW/CCW, CW/CW, CCW/CW, CW/CCW)을 조합하여 교정
축 어긋남을 유발한 상태에서, 각 조건의 근거리 정적 입체시를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결과: 난시 교정 축 어긋남이 발생한 경우 완전교정 상태보다 근거리 정적 입체시가 저하하였
으며, 어긋남 유형이 동일할 경우 교정 축 어긋남 양이 증가할수록 입체시 저하가 크게 나타
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모든 어긋남 유형에서 완전교정 상태(0°)와 어긋남 양이 10°일 때의
근거리 정적 입체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그리고 어긋남 양이 동일할
때, 어긋남 유형에 따른 근거리 정적 입체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결론: 난시안의 교정 축 어긋남을 유발하고 근거리 정적 입체시를 측정한 결과 교정 축 어긋
남 유형보다 교정 축 어긋남 양이 근거리 정적 입체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난시안의 안경처방 및 조제가공 시 교정 축 어긋남 발생에 유의하여
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발 표 자 : 정수아, +82-63-840-1346, jsua@wu.ac.kr
교신저자 : 김현정, +82-42-600-8427, kimhj@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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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4>

분과 - A14

우간다의 초등학생의 School Vision Screening 검사:
나안시력, 타각적 등가구면 굴절력
이정임1, 정형렬1, 정수아2, 김현정1
1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2원광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우간다 초등학생의 School Vision Screening 검사를 통해서 나안시력과 타각적 등가
구면 굴절력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4명(남 96명, 여 98명, 총 388안)의 우간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 m용 스넬렌 E
시표로 나안시력을 검사하고, 자동굴절계(NR-5500, Nikon, Japan)로 타각적 굴절이상을 측
정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의 나안시력 검사 결과는 최대값 1.60, 최소값 0.32, 평균값 1.20±0.28 이었
고, 타각적 등가구면 굴절력은 최대값 –11.00 D, 최소값 –0.13 D, 평균값 –1.68±1.12 D 이
었다. 그리고 나안시력과 타각적 등가구면 굴절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낮은 양의 상관관계
(r=0.127, p=0.012)를 보였다. 또한 나안시력이 1.0 이상인 대상자에서 타각적 등가구면 굴절
력이 –2.00 D 이상(-2.71±1.10 D)인 경우가 23.71%(92안)로 다수로 나타났다.
결론: 우간다 초등학생에서는 나안시력이 양호하더라도 타각적 등가구면 굴절력이 높게 나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안시력과 타각적 등가구면 굴절력을 시각선별검사에 활용할 때 주의
가 필요하다.

발 표 자 : 이정임, +82-42-600-8427, leejey72@naver.com
교신저자 : 김현정, +82-42-600-8427, kimhj@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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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5>

분과 - A15

안경렌즈 경사각에 따른 광투과율 비교 연구

김범각, 김범준, 강현구, 박상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렌즈는 공기에 비해 밀한 매질로 안경렌즈를 통과할 때 빛의 속도는 줄어 든다. 경
사각의 증가는 빛이 안경렌즈를 통과하는 구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광투과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렌즈의 굴절력에 따라 광투과율의 차이를 알아보고 굴절력별 렌즈의 경
사도를 다르게 하여 광투과율을 측정하여 경사각에 따른 광투과율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방법: 실험에 사용한 렌즈의 굴절력은 +3.00, 0.00, -3.00, -6.00 D의 중굴절률 렌즈(Mid
index, CHEMI lens, Korea)를 사용 하였으며 광투과율은 분광측색계(CM-3600A, KONICA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안경렌즈의 경사각 0° ~21°까지 3°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투
과율의 분석은 spectra magic(NX, KONICA MINOLTA,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료는 각각 5회씩 측정하였다.
결과: 안경렌즈의 굴절력에 따라 투과율의 차이는 안경렌즈의 굴절력의 절대값이 높아질수록
투과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굴절력이
0.00 D인 렌즈의 투과율은 경사각이 0°에서와 21°에서 0.25% 감소하였고, -3.00D의 렌즈의
투과율은 1.49%의 투과율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경사각이 증가함과 동시에 투과율이 낮이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굴절력이 –6.00 D인 렌즈의 투과율은 0.61%의 투과율 감소가
보였고, +3.00 D 렌즈에서는 0.58%의 감소를 보였지만 두 종류의 렌즈에서는 투과율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강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안경렌즈의 굴절력에 따른 투과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모든 굴절력의 렌즈에서 경사각의 증가에 따라 투과율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발 표 자 : 김범각, +82-33-649-7406, kbg4512@naver.com
교신저자 : 박상일, +82-33-649-7406, sangil@c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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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6>

분과 - A16

시야주도 우세안과 초점주도 우세안이 다른
부등상시안의 근거리 대비감도 비교
박상호, 전인철
동신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과
목적: 시야주도 우세안과 초점주도 우세안이 다른 사람에서 부등상시가 유발될 때 근거리 대
비감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전신질환 및 안질환이 없는 건강한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점주도 우세안은
불빛을 주시하여 양안에 +2.00D를 교차하여 부가하였을 때 더 흐린 눈으로 하였으며, 시야주
도 우세안은 Hole in the car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중 초점주도 우세안과 시야주도
우세안이 다른 17명을 대상으로 각 우세안에 2%, 4% 사이즈렌즈를 부가하여 부등상시를 유
발하였다. 이후 ClinicCSF 2.0(iPad app)를 이용하여 공간주파수 1.5, 6, 12, 18 cpd에서 양
안 근거리 대비감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양안의 근거리 대비감도는 1.5 cpd에서 2.03±0.09, 6 cpd에서 1.96±0.14, 12 cpd에
서 1.48±0.21, 18 cpd에서 0.87±0.32로 나타났다. 시야주도 우세안에 2% 부등상시를 유발
한 결과 3 cpd에서 0.05±0.07, 6 cpd에서 0.07±0.09, 12 cpd에서 0.09±0.13, 18 cpd에서
0.11±0.14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4% 부등상시를 유발한 결과 대비감도는 3 cpd에
서 0.06±0.08, 6 cpd에서 0.12±0.13, 12 cpd에서 0.15±0.12, 18 cpd에서 0.29±0.24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p<0.05). 초점주도 우세안에 2% 부등상시를 유발한 결과 3 cpd에서
0.09±0.10, 6 cpd에서 0.06±0.14, 12 cpd에서 0.12±0.14, 18 cpd에서 0.18±0.19로 6
cpd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4% 부등상시를 유발한 결과 대비감도는
3 cpd에서 0.12±0.13, 6 cpd에서 0.12±0.17, 12 cpd에서 0.13±0.14, 18 cpd에서
0.25±0.19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결론: 부등상시의 유발은 근거리 대비감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의
부등상시가 유발한 경우 시야주도 우세안과 초점주도 우세안은 저 공간주파수에서 초점주도
우세안의 대비감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추가적으로
많은 대상자들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박상호, 010-9133-8823,qh3756@gmail.com
교신저자 : 전인철, 061-330-3551,icjeon@dsu.ac.kr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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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7>

분과 - A17

학생들의 방문 의향에 영향을 끼치는
학교 구내안경원의 특수성
김민건, 박세열, 김달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학교 구내 안경원과 일반 안경원을 비교하여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학교
구내 안경원의 특수성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방법: 서울 번화가 지역에서 대학 재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학 재학생들은 학교 구내 안경원의 징으로 ‘학생 대상 이벤트의 존재’와 ‘저렴한 가
격’을 주로 선택하였으며 ‘접근성’ 또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학교 구내 안경원을 방문
해 보지 않은 학생들 대부분이 구내 안경원의 특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구내 안경원의 특징에 대해 알게 되면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것으로 나타났
다.
결론: 대학 구내 안경원은 재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발 표 자 : 김달영, 02-970-6229, dykim@seoultech.ac.kr
교신저자 : 김달영, 02-970-6229, dykim@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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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8>

분과 - A18

COVID-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에 따른
안경의 광학적 변수 변화
박형민1, 정예린1, 추병선1
1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었으며, 이 마스크 착
용으로 인한 시력 교정용 안경의 광학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은 현재 시력 교정용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성인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안
경렌즈의 광학중심점 위치를 확인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 마스크를 우선으로 착용한 경우와 안경을 우선으로 착용한 경우로 나누어 정면과 측
면 사진을 촬영하고 Photoshop 2020 프로그램을 통해 경사각, 정점간 거리, Oh를 측정하
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경의 경사각은 각각
14.53±0.48°, 12.35±0.32°로 나타났고, 정점간거리는 각각 10.38±0.40mm 11.87±0.26
mm 였다. 동공중심과

광학중심점과의 오차는 수직방향으로 각각 4.78±0.48 mm,

6.77±0.63 mm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5).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마스크 우선 착용과 안경 우선 착용으로 나누어 광학적 변수들을 측
정하여 비교한 결과 마스크 우선 착용에서 변수 변화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론:
본 연구로 마스크 착용이 안경의 경사각, 정점간 거리, Oh 등 안경의 광학적 변수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교정시력의 저하, 안정피로로 이어지고,
특히 누진다초점 안경의 경우 더 큰 불편함이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 마스크와 안경을
동시에 착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안경의 광학적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안경의 판매 또는 피팅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발 표 자 : 박형민, 053-850-2558, parkhm1982@cu.ac.kr
교신저자 : 추병선, 053-850-2553, bschu@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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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19>

분과 - A19

간헐성 외사시의 시기능훈련 효과에 대한 연구

신지훈, 임현성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간헐성 외사시의 시기능훈련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임상에서 훈련을 계획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간헐성외사시로 진단을 받고 복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번 50분
씩 40회차 시기능훈련을 진행하여 양안시기능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양안시기능 평가 방법으
로는 굴절검사, 폭주근점, Cover test, 안구운동, Worth 4 dot test, 입체시 검사, 융합능력,
융합용이성, 상대조절력, 조절력, 조절용이성 검사를 포함하였다.
결과:
Item
N.P.C
Cover Test(Far/Near)

Before Visual Training
16cm/Diplopia
18△BI / 45△BI

After VT Visual Training
to nose
14△BI / 25△BI

Broad H

NSF
Suppression OS or Diplopia

NSF
Fusion

W4D
stereo
Subjective Refraction
BI Vergence(Far/Near)
BO Vergence(Far/Near)
Fusional Facility
NRA / PRA
Amp(push-up)
Binocular Acc. Facility
Monocular Acc. Facility

(at distance and near)
160 sec
OD:1.0 X S+0.50= C-0.25 X10

(at distance and near)
80 sec
OD:1.0 X S+0.50

OS:1.0 X +0.50
X/15/10 , 19/24/23
X/8/2 , X/5/4
7cpm
+2.50 / -2.25
OD: 6D / OS: 6D
OU: 9cpm

OS:1.0 X S+0.50
X/13/9
, X/34/29
X/27/23 , X/26/11
20cpm
+2.50/-3.00
OD: 7D / OS: 7D
OU: 18cpm

OD: 13cpm / OS: 12cpm

OD: 19cpm / OS: 17cpm

결론: 간헐성 외사시에서 복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시기능훈련을 실시 한 결과 원,근거리
양성 융합버전스양 및 융합용이성의 변화로 편위의 통제력이 좋아져 자각적 불편감이 개선되
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헐성 외사시 치료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시기능훈련의 필요성
이 있음을 보여준다.

발 표 자 : 신지훈, oculooptical@naver.com
교신저자 : 임현성, wisestar0724@hanmail.net

- 19 -

2021 대한시과학회・한국안광학회 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 20>

분과 - A20

누운 자세와 머리기울기 자세에 따른 근거리 융합버전스 변화
유채운, 유동식, 조현국, 김상엽, 문병연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정자세의 융합버전스와 비교했을 때, 좌우 머리기울기자세, 누운자세에 따른 변화를 조
사 하였다.

방법: 안과적 수술이력 및 안질환 병력이 없는 평균 연령 24.21(± 1.63)세의 대학생 15명(남
13, 여 2)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굴절검사를 시행하여 완전교정값을 장입한 시험
테를 착용시킨 후 로터리프리즘을 사용하여 정자세, 머리기울기자세(오른쪽 10˚, 20˚, 30˚, 왼
쪽 10˚, 20˚, 30˚), 천장과 수직하게 누워 정면을 바라보도록 한 누운자세, 각각의 융합버전스
를 측정한 뒤 비교하였다.

결과: 정자세와 누운 자세의 근거리 융합버전스를 비교했을 때, 양성융합버전스는 흐린점을
제외한 분리점/회복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음성융합버전스는 흐린점/분리점/회복점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정자세와 머리기울기 자세에서의 근거리 양성융합버전스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 10˚, 20˚,
30˚자세와 왼쪽 10˚, 20˚, 30˚자세에서 연구 대상자 모두에게서 보고되지 않아 통계적 분석에
서 제외한 흐린점 이외에 분리점/회복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오른쪽-분리점:
3.3~7.8△, p<0.001, 회복점: 1.1~6.3△, p<0.001)(왼쪽-분리점: 3.7~6.9△, p<0.001, 회복점:
2~5.6△, p<0.001) 음성융합버전스를 비교했을 때 역시 오른쪽 10˚, 20˚, 30˚자세와 왼쪽 10˚,
20˚, 30˚ 자세에서 연구 대상자 모두에게서 보고되지 않아 통계적 분석에서 제외한 흐린점 이
외에 분리점/회복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오른쪽-분리점: 1.5~6.9△, p<0.001,
회복점: 2~7.2△, p<0.001)(왼쪽-분리점: 3.8~8.6△, p<0.001, 회복점: 3.8~9.4△, p<0.001)

결론: 정자세와 비교하여 머리를 기울인 자세로 근거리 주시시 융합버전스가 유의하게 감소하
며 머리기울기 각도가 커질수록 더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정자세를 벗어난 자
세로 행해지는 근거리 시각 작업은 시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발 표 자 : 유채운, +82-33-540-3410, cosl3047@naver.com
교신저자 : 문병연, +82-33-540-3412, bymoon@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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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1>

분과 - A21

눈물의 지방층이 시력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채령, 박준혁, 김루이나, 윤정호, 이기석, 송윤영, 정미아, 위대광
여주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정상안에서 눈물의 지방층이 시력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콘택트렌즈 착용자와 굴절교정수술자를 제외한 최대교정시력이 1.0 이상인
성인 14명(28안)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현성굴절검사로 최대교정시력이 1.0 이상을 확인하
였고, 시력의 질은 대비감도 검사로(F.A.C.T., Stereo Optical, Chicago, IL, USA) 평가하였
다. 눈물의 지방층 두께는 Ocular Surface Analyser(OSA, SBM-Sistemi, UK)를 활용하여
6개 등급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입체시 검사(Titmus test, Stereo Optical, Chicago, IL,
USA)를 진행하여 눈물 지방층과 입체시간의 상관관계도 알아보았다. 자료분석은 기술 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최대교정시력이 1.0 인 정상안에서 눈물의 지방층, 입체시, 대비감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정시력과 눈물층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시력과 입체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눈물의 지방층과 대비감도 간의 관계을 비교한 결과 5
개의 공간주파수(1.5, 3, 6, 12, 18 cpd) 모두에서 눈물의 지방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대비
감도는 향상되었다(r=0.778, p<0.050). 입체시와 눈물의 지방층 간에서는 낮은 상관관계을 보
였고, 입체시와 대비감도 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최대교정시력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대비감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
고, 눈물의 지방층 두께가 두꺼울수록 대비감도가 향상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가독시력 뿐 아니라 눈물의 지방층이 시력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검사와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이채령, 010-6438-5738, E-mail: cumulus5085@naver.com
교신저자 : 위대광, 031-880-5437, E-mail: mlux@y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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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2>

분과 - A22

우세안이 눈-손협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한동협1, 이채은1, 박태욱1, 이석원1, 정지원1, 강성수1, 이승덕1,2, 이지영1,2
1

수성대학교 안경광학과, 2수성대학교 안경광학연구소

목적:
최근 학습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습 효율성이란 학습 시에 정보를 받아들
이고 습득하는 과정의 능력치를 말한다. 시각계는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시각계를
통해 약 80%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신체는 중심에서 우세측과 비우세측으로 나눌 수 있고,
시각계 또한 우세안과 비우세안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세안은 주로 사용되는 기능과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우선시된다. 우세안과 비우세안의 눈-손협응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방법:
학업을 하고 있는 20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적녹필터를 사용하여 양안으로 주시
시에 단안만 식별 가능한 시표와 용지를 제작하였다. 우세안에 녹색필터와 비우세안에 적색필
터를 착용하고, 양안개방을 하여 시표 1의 글을 용지에 베껴 쓰게 하였다. 작성 후, 양안의
필터를 교체하여 시표 2의 글을 베껴 쓰게 하였다. 기준선 밖으로 이탈하는 글자의 수를 취
합하여 우세안과 비우세안으로 필기 시에 눈-손협응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양안주시 단안차폐식의 적녹차트에서 주시안에 따른 필기 오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5). 우세안주시-우세손필기를 할 때, 비우세안주시-우세손필기 대비 적은 수의 오류를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양안주시 상황에서 우세안이 주도를 할 때 필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필기 능력은 눈-손협응과 연관이 있으며, 학습능력과 직결된 기능이다. 시기능과 학습
능력의 관계를 확인하기위해 향후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발 표 자 : 한동협, 054-241-1919, greenbomb@naver.com
교신저자 : 이지영, 053-749-7267, jylee@s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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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3>

분과 - A23

안경의 피팅 상태 따른 착용자의 자각적 불편감 분석

허웅열, 임현성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안경 착용자의 자각적 불편이 도수나 다른 요소 외에 안경의 피팅 상태를 안
경의 안면각, 경사각, 정점간 거리의 요소로 나누어 그 값에 따른 안경 착용자의 자각적 불편
감을 분석하려 하였다.
방법: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안경원을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양안 교정시력 18/20, 안과적
질환 및 전신질환이 없고 기존과 같은 도수와 같은 종류의 렌즈로 안경을 맞춘 성인 82명(남
자 45명, 여성 3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완성된 안경을 착용 후 느껴지는 자각적
불편 즉 어지러움을 5점 척도로 자각적 설문을 실시하였다. 피팅 상태 평가는 안경의 안면각,
경사각, 정점간 거리를 측정하였고, 측정 도구는 매개변수 측정 장비(매개변수 측정장비,㈜한
미스위스광학,대한민국)를 사용하였다.
결과: 본 연구는 안면각, 경사각, 정점간 거리가 어지러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정하
기 위하여, 먼저 안면각, 경사각, 정점간 거리, 어지러움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지러움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는 경사각으로 나타났으며, 안면각과 정점거리
는 어지러움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안면각, 경사각, 정점간 거리
에 따른 어지러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안면각에 따른 어지러
움 정도의 차이분석 결과, 4 이하 집단(M=0.66)과 5 이상 집단(M=0.5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t=0.832, p>.05), 경사각에 따른 어지러움 정도의 차이분석 결과, 4
이하 집단(M=0.50)과 5 이상 집단(M=1.3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5.309, p<.001). 또한 정점간 거리에 따른 어지러움 정도의 차이분석 결과, 11 이하 집단
(M=0.59)과 12 이상 집단(M=0.6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413,
p>.05).
결론: 안경 착용자의 자각적 불편감은 대부분 어지러움으로 표현된다. 어지러움의 요소들 중
에 시력의 변화, 렌즈의 종류와 안경테의 종류 등도 있지만 안경테의 피팅 상태 또한 불편감
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얼굴형과 안경테의 종류에 따른 적정 피팅값의 표준화와
기존 안경과 새로운 안경의 피팅값에 차이에 따른 자각적 불편감을 분석하여 적정 피팅값의
표준값을 제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발 표 자 : 허웅열, 02-2214-7555, wooong315@naver.com
교신저자 : 임현성, 031-740-7155, hs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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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4>

분과 - A24

주시시차 정렬프리즘 교정 값과
Sheard 기준에 의한 사위도 프리즘처방 값의 비교

박병호, 전인철
동신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과
목적: 주시시차를 정렬프리즘으로 교정한 값과 Sheard 기준에 의한 처방 값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전신질환이나 안과질환이 없으며 사시에 관한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대학생(평균
25.05±2.46세, 남자14명, 여자6명)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시시차는 Wesson fixation
disparity card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프리즘바를 이용하여 주시시차를 0으로 만드는 프리
즘량을 정렬프리즘으로 기록하였다. 사위도 검사는 Modified thorington card를 이용하였다.
결과: 주시시차의 평균은 8.38±5.99′ 이었고, 프리즘바를 이용한 주시시차의 정렬프리즘 교정
값은

외주시시차

3.55±2.89△이었다. 사위도는

외사위

7.95±6.22△, 양성융합버전스는

22.6±6.22△이었고, Sheard 기준에 의한 사위도 프리즘처방 값은 Base In 0.77±1.62△이었
다. 주시시차의 정렬프리즘과 Sheard 기준에 의한 사위도 프리즘처방 값의 평균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결론: 주시시차의 정렬프리즘이 Sheard 기준에 의한 처방 값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안시 이상의 진단과 처방에 있어 편안한 시생활을 위해 사위도의 프리즘 처방뿐 아니라 주
시시차를 정렬시키는 프리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박병호, 전화번호(010-4322-9236), dbsdk9236@naver.com
교신저자 : 전인철, 전화번호(061-330-3554),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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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5>

분과 - A25

음주 전∙후에 따른 시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윤진우, 양서윤, 김하연, 신예빈, 김민수, 장정운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음주는 현대인들에게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중추신경의 작용이
억제되면서 신체감각과 감지능력 등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계의 교란을 준다. 본
연구는 음주 후 동공 반응과 시기능 변화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음주가 가능하며 안질환이 없는 완전교정 상태의 건강한 성인 남녀
41명(82안)을 대상으로 타각식 굴절검사(Auto-Refraction Keratometer: ARK), 굴절검사
(Phoroptor), 입체시(Stereo fly test), 동공반응검사(Pen light), 폭주근점검사(Near Point
of Convergence: NPC), 조절효율 검사(Accommodative of Facility)를 알코올 섭취 전, 후
로 나누어 검사를 진행하였다.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체중에 비례한 알코올 섭취량을
계산하여 알코올을 섭취시켰으며, 알코올 섭취 30분 후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을 기준으로 하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휴대성 알코올 농도 측정기(측정기
-AT838)를 사용하여 알코올 섭취 전, 섭취 30분후 각각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결과: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3.61±2.02이며, 평균 알코올 섭취량은
94.95±22.47, 알코올 섭취 후 평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0.005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섭취 30분 후 동공 크기는 우안 3.96±0.40, 좌안 4.03±0.41로 알코올 섭취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근거리 분리점은 8.39±2.38로 길어졌다.(p<0.05) 그러나 나안시력, 교정시력,
등가구면굴절력, 흐린점, 회복점, 조절효율의 변화는 알코올 섭취 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론: 음주를 통해 일정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동공 크기와 동공 반응은 알코올 섭취
후 음주 후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반응은 느려졌다. 향후 복용량, 복용시간 등의 다양한 변
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윤진우, 010-2447-3043, dbswlsepd@naver.com
교신저자 : 장정운, 031-740-7490, jju@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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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6>

분과 - A26

저시력 환자들의 신체 균형감각을 위한 시기능훈련

이주학1, 채진혜2, 장대광1, 고다영1, 김기홍1
1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2대경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저시력 환자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주변시야가 상당히 좁은 편이다. 이는 신체 균
형감각이 부족하여 사물을 식별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주변 사물들과 잘 부딪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저시력 환자들에게 시기능
훈련을 통한 균형감각을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만18세 이상의 성인 저시력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좋은쪽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
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시력이 0 인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시기능 훈련 시 준비물로는
균형판, 6m밧줄, 화살표 방향챠트, 공 등으로 시기능훈련을 실시하였고, 모든 연구는 신체 균
형감각을 평가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는 1주일에 1회 1시간 동안 3개월에 거쳐
훈련을 진행하였다.

결과: 6m 밧줄과 공을 사용한 한줄 걷기에서 훈련시작 할 때, 10명중 5명이 줄을 벗어나서
걸었으나, 시기능훈련 종료시점에는 모든 참여자들이 밧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줄 걷기를 할
수 있었다. 6m 밧줄에서만 걸었을 때는 평균 12초 정도 시간이 걸렸으며, 6m 밧줄과 공을
사용한 훈련에서는 평균 17초 정도 시간이 걸렸다. 훈련에 참여한 10명이 균형판 위에서 평
균 2초 정도 서 있을 수 있었고, 훈련 종료 시 평균 9초 정도 유지를 하였다. 화살표 방향챠
트와 균형판을 같이 사용한 훈련에서는 훈련 참여자들이 평균 1분에 5회 정도 균형을 잡았
고, 훈련 종료시점에는 13회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결론: 정상인 시력 1.0을 가진 사람보다 저시력으로 인하여 신체의 균형감각이 다소 부족하지
만, 시기능훈련을 통해 신체의 균형감각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체 균형감각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 성인뿐만 아니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기능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발 표 자 : 이주학, +82-53-850-2551, bdokorea@naver.com
교신저자 : 김기홍, +82-53-850-2551, kkh2337@cu.ac.kr

- 26 -

2021 대한시과학회・한국안광학회 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 27>

분과 - A27

전안부 수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

최세훈, 임현성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젊은층에서 전안부 안구 표면 두께 간섭계와 각막의 비구면계수가 수차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10대에서 30대에 속하는 환자들 중 안과적 질환이 없으
며, 안과적 수술력, 외상력, 각막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5분 동안
Schirmer test 결과 눈물양이 10mm 이상인 78명(118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Lipiview® 눈
물간섭계(TearScience Inc., Morrisville, NC, USA)로 20초간의 측정을 통해 눈물 지질층
두께와 눈 깜박임 패턴을 측정하였고, 각막의 비구면계수 Q값은 회전하는 Scheimpflug
imaging 방식인 Pentacam Oculyzer topography(Oculus Inc., Germany)를 사용하였다.
수차는 Scheimpflug camera와 Placido disc가 결합된 Sirius(CSO, Firenze, Italy)를 사용
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version 21.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p<0.05를 유의한 차이라 정의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26.18±5.20세이고, 남자 37명, 여자 41명이었다. 굴절이상의
구면굴절력과 원주굴절력 평균은 각각 -4.38±2.32D와 -1.15±0.94D로 나타났고 각막 비구면
계수 Q의 평균값은 -0.35±0.11을 보였다. 각막 전면 5mm에서 고위수차, 코마수차, 구면수
차의 RMS값은 각각 0.30±0.09, 0.15±0.08, 0.15±0.05μm이고 3mm에서는 0.27±0.13,
0.12±0.08, 0.08±0.04μm로 나타났다. 불완전 눈 깜박임 횟수/총 눈 깜박임 횟수의 비율은
3mm 고위수차와 3mm 코마수차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194, p<0.05, r=-0.194,
p<0.05). 또한 비구면계수 Q는 3mm 고위수차와 3mm 코마수차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지만(r=-0.211, p<0.05, r=-0.182, p<0.05), 5mm 구면수차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0.376, p<0.001).
결론: 시력에 영향을 주는 코마수차와 구면수차의 상관성을 볼 수 있었고, 젊은층에서 수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절한 눈 깜박임만으로도 시력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고령층과의 상관성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발 표 자 : 최세훈, 전화번호(010-8849-4542), jake5451@hanmail.net
교신저자 : 임현성, 전화번호(031-740-7242), wisestar0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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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8>

분과 - A28

가입도 장입이 대비감도에 미치는 영향

하병호1, 이성률2, 배연주3, 정혜리1, 김기홍1
1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2김해대학교 안경광학과, 3부산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일반적으로 시각능력의 평가는 시력측정으로 판단하며 시력측정에 사용되는 시표는 높
은 대비도로 제작되기 때문에 시력측정 결과만으로 시각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
다. 대비도를 평가하는 대비감도는 조도나 휘도에 따라 달라지며 원근거리, 굴절상태 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중 근거리 주시 시에는 안정피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거리 주
시 시의 대비감도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리 주시 시 대비감도
향상에 가장 적절한 휘도와 가입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대비감도는 휘도를 조절할 수 있는 대비감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대상자는 시
기능에 이상이 없는 20대 성인 20명(40안)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휘도를 3 ~ 100까지 구역
을 나눠서 최대 대비감도가 나타나는 휘도를 측정하였다. 최대 대비감도가 나오는 휘도에서
가입도를 장입하였고 가입도는 +0.25 ~ +1.50까지 구역을 나눠서 최대 대비감도가 나타나는
가입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대비감도 측정기에서 지원하는 최소 휘도 3과 최대 휘도 100을 20단위로 나누어 측정
하였다. 전체 대비감도 평균은 1.94로 나타났으며 휘도 40일 때 1.97로 최대 대비감도가 나
타났다. 휘도 40일 때 가입도 장입에 따른 대비감도 전체 평균은 1.93으로 나타났으며 가입
도 +0.50D 장입 시 1.95로 최대 대비감도가 나타났다.

결론: 대비감도가 가장 좋은 적정 수준의 휘도를 찾아냈으며 가입도 장입에 따른 대비감도 차
이를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입도 장입 시 대비감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0.50D일 때 휘도에 따른 대비감도 평균값보다 높은 값이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근거
리 작업 시 휘도 및 가입도 조절을 통하여 대비감도를 향상시키고 안정피로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발 표 자 : 하병호, +82-53-850-2551, byungho8602@naver.com
교신저자 : 김기홍, +82-53-850-2551, kkh2337@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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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29>

분과 - A29

조도변화에 따른 일시적 근시도의 변화

송제민, 전인철
동신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과
목적: 조도에 따라서 일시적 근시도의 결과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안질환이 없는 근시 28안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일시적 근시도는 조절마비제를 투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도 1 lux, 20 lux, 250 lux, 700 lux, 1,250 lux 에서 자동굴절계
(HRK-8000A, Huvitz,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도의 변화에 따라 측정된 결과 차이
를 일시적 근시도로 기록하였다.
결과: 조도에 따른 구면굴절력의 평균값은 1 lux에서 –2.45±1.45 D, 20 lux에서 –
2.42±1.51 D, 250 lux에서 –2.39±1.49 D, 700 lux에서 –2.38±1.44 D, 1250 lux에서 –
2.48±1.55 D로 측정되었다. 난시교정굴절력의 평균값은 1 lux에서 –1.17±0.91 D, 20 lux에
서 1.26±0.89 D, 250 lux에서 –1.15±0.90 D, 700 lux에서 –1.14±0.91 D, 1250 lux에서
–1.13±0.93 D로 나타났다. 등가구면교정굴절력은 1 lux에서 –3.03±1.76 D, 20 lux에서 –
3.05±1.76 D, 250 lux에서 –2.97±1.81 D, 700 lux에서 –2.95±1.76 D, 1,250 lux에서 –
3.04 D±1.87이었다. 조도가 250 lux에서 1,250 lux로 증가할 때 구면교정굴절력의 증가
(0.1D)가 나타났다(p<0.05). 조도가 20 lux에서 1,250 lux로 증가할 때 난시교정굴절력의 감
소(0.13 D)가 나타났다(p<0.05).
결론: 조도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 근시도로 인하여 교정굴절력은 차이가 있었지만, 일률적으
로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암실 조건인 1 lux와 강한 조명 하인 1,250 lux 상태를
제외하고 조도가 증가할수록 구면굴절력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난시교정굴절력은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발 표 자 : 송제민 010-9167-1309, jjrjm2020@naver.com
교신저자 : 전인철 061-330-3554,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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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0>

분과 - A30

MBTI 성격유형 4가지 심리기능에 따른 원,근거리
폭주-개산 여력의 시기능 훈련 전후 변화량 분석
황민경1, 장희정2, 임현성1,2
1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2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목적: MBTI 성격유형 중 4가지 심리기능 따른 폭주-개산 여력을 시기능 훈련 전 후로 변화
량을 분석하고,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양안시 검사와 처치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 및 전신질환이 없는 20대 14명(남자 5명, 여자 9명)을 대상으로 MBTI 검사지
를 이용하여 성격유형을 분석하여 기능을 분류하고, 원거리 완전 교정 상태에서 폭주-개산 여
력 검사를 하였다. MBTI는 4가지 선호지표인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
(F), 판단(J)-인식(P)을 조합한 16가지 성격유형과 함께 4가지 심리 기능과 4가지 기질로 제시
되었다. ST기능은 사실적, 실질적인 유형, SF기능은 동정적, 우호적인 유형, NF기능은 열정
적, 통찰적인 유형, NT기능은 논리저그 창의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결과: 심리기능의 4가지 유형(ST,SF, NF, NT)에 따라 시기능 훈련 전과 후 원거리, 근거리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 t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NF, SF, ST
영역에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NF 영역에서
BO/NEAR/RE(t=5.000, p=0.038)가 시기능 훈련 전 평균 점수가 12.00△이었으나 훈련 후
10.33△으로 감소하였다. SF에서는 BO/NEAR/BL(t=-13.000, p=0.049)가 훈련 전 평균
10.50△이었으나

훈련

후

23.50△으로

증가하였다.

ST에서는

BO/FAR/RE(t=-3.503,

p=0.017)가 훈련 전 8.17△이었으나 훈련 후 14.17△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MBTI 4가지 기능 별 원 근거리 폭주-개산 여력의 시기능 훈련 전 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근거리 폭주 회복점에서는 NF 기능에서 유의한 변화량이 있었으며 근거리 폭주 흐린점
에서는 SF기능에서 유의한 변화량이 있었다. 원거리 폭주 회복점에서는 ST 기능에서 유의한
변화량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MBTI 기능에 따른 폭주-개산 여력의 변화량 확인할 수 있었으
며, 향후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시기능 훈련 효과 분석 연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발 표 자 : 황민경, hmingyung@naver.com
교신저자 : 임현성, hs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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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1>

분과 - A31

폭주근점 반복측정에 따른 변화 비교

박주영, 전인철
동신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과
목적: 성인 근시안 폭주근점 측정에서 파괴점과 회복점을 각각 10회 반복측정 시 폭주근점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안질환 및 안과적 수술경험이 없고,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성인 30명(남 12명, 여 18
명, 평균연령 24.8±2.87세)으로 선정하였다. 폭주근점 파괴점 측정에는 주시막대를 이용하여
검사자가 주시물체를 정면에서 2~3 cm 아래쪽에서 천천히 눈에 가깝게 이동시켜 피검사자가
주시물체가 처음으로 둘로 보일 때 신호를 보내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주시물체가 둘로
보이는 순간의 위치에서 눈까지의 거리를 기록하였으며, 회복점 측정은 분리점을 찾은 이후
주시막대를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게 하면서 다시 하나의 물체로 보이는 거리를 각각 10 회
반복측정 후 기록하였다.
결과: 각 대상자의 폭주근점 10 회 반복측정 결과 파괴점과 회복점 모두 측정 횟수가 증가할
수록 폭주근점이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초 측정 시 파괴점은 평균 6.63±2.79 cm, 회
복점 7.63±2.79 cm로 측정되었다. 4회 측정에서 6.53±2.89 cm, 7.97±2.88 cm, 5회 측정
에서 6.87±2.90 cm, 8.03±2.90 cm, 6회 측정에서 6.83±2.91 cm, 7.97±2.88 cm로 나타
났다. 7회 측정 시 6.97±2.89 cm, 8.17±2.96 cm, 8회에서 7.03±3.25 cm, 8.25±3.70 cm
이었다. 9회 측정에서는 7.07±3.10 cm, 8.27±3.08 cm, 10회 7.27±2.94, 8.50±2.98로 파
괴점과 회복점 모두 점차 증가하였다. 폭주근점 측정값의 평균 비교에서 파괴점과 회복점 모
두 1회부터 3회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감소를 보였으나(p>0.05), 4~9회 반복측정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였다(p<0.05).
결론: 폭주근점 10회 반복측정 결과 측정이 거듭될수록 파괴점과 회복점 모두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임상에서 폭주부족 진단에 있어 4회 이상 측정 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박주영, 010-8775-8536, sloosp5@naver.com
교신저자 : 전인철, 061-330-3554,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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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2>

분과 - B1

굴절성난시와 중심와난시의 상관관계

이민주, 이주희, 서재명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굴절성난시는 각막난시와 수정체난시로 이루어진다. 망막의 고해상도 단층면을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망막 곡률반경에 대한 데이터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중심와 부근의 수직과
수평 망막곡률반경을 측정하여 굴절성난시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방법: 남녀 32명을 대상으로 망막 단층 사진(Topcon, canada Inc)을 촬영하여 40° 망막의
단층사진을 얻었다. 자동안굴절계(NIDEK ARK-1s)에 의한 굴절이상도와 난시축,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했다. 굴절성 난시의 경우 사축을 가진 대상자를 제외한 직난시와 도난시군으로
나누어 비교했다. 수집된 망막 단층사진은 AutoCAD 2011(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중심
와 부근의 좁은 구간을 설정하여 수평과 수직 곡률반경을 계측했다. 통계분석은 pearson 상
관관계과 그래프 작성은 r 프로그래밍으로 진행했다.
결과: 도난시 군에서 망막의 수평 곡률반경이 수직에 비해 3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난
(y=0.2712x + 15.55) 반면, 직난시 군의 경우 수평과 수직이 거의 비슷한 비율(y=1.1567x +
0.742)로 나타났다. 중심와 구간에서 도난시 군은 망막에서 보다 더 큰 변화를 보여줬다. 직
난시 군에서 중심와의 수평수직 곡률반경 비율은 망막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막에서의
도난시 군은 수평보다 수직의 곡률반경이 더 컸으며 직난시 군에서는 수직보다 수평이 더 크
게 나타났다. 도난시와 직난시 군 간 수평경선 비교에서 도난시 군이 직난시 군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p=0.002912) 수직경선 비교에서는 직난시 군이 도난시 군보다 더 큰 값을 보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p=0.153471).
결론: 망막과 중심와에서의 양주경선별 곡률반경의 경우 수평곡률반경이 수직에 비해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축장 길이가 증가할 때 망막의 수직경선의 증가량보다 수평경
선의 증가량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굴절성난시의 개념에 망막 특히 중심와의
경선별 곡률반경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발 표 자 : 이민주, gg0941@naver.com
교신저자 : 서재명, 055-230-1294, jaemyoungseo@ma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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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3>

분과 - B2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축 회전 및 회복에 따른 각막수차
변화

황민준, 김도균, 박미정, 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이하 토릭렌즈)의 축 회전 및 회복이 각막의 전
체수차, 저위수차 및 고위수차의 변화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각막굴절교정술 등 안과적 수술 경험과 안질환이 없으며, 토릭렌즈 착용 경험이 있는
전체난시 –0.75 D 이상의 근시성 직난시 39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중쐐기형 축 안정화
디자인의 토릭렌즈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렌즈를 귀쪽으로 30±5° 회전시키고 순목 후 돌아
오는 양상을 2분 30초동안 매 10초 간격으로 관찰하였다. 이를 대상자의 동공 크기 및 난시
도 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토릭렌즈의 축 회전과 각막수차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축 회전 후 각막수차는 모두 증
가하였고 순목 후 축 회복이 나타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토릭렌즈 축이 1°
회전할 때, 4 mm 동공에서 전체수차는 0.0096 μm, 저위수차는 0.0099 μm, 고위수차는
0.0009 μm가 증가하였으나, 6 mm 동공에서는 순서대로 각각 0.0203, 0.0221 및 0.0021 μ
m씩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동공 크기가 4 mm에서 6 mm로 커지면서 모든 각막수차가
약 2배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난시도 별로 비교하여 보면, 토릭렌즈 축 회전에 따른
각막수차의 크기는 난시도가 증가할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난시도군에서의 각막수차의
증가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토릭렌즈의 축 회전 및 회복에 따른 각막수차 변화량을 수치로 제시
하여 임상에서의 축 회전과 광학적 질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막수차는 토릭렌즈
축 회전과 동공 크기, 그리고 난시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난시도
가 증가할수록 토릭렌즈 착용 시 각막수차 변화에 따른 광학적인 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순목 후 빠른 축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발 표 자 : 황민준, 02-970-6225, minmin1128@naver.com
교신저자 : 김소라, 02-970-6264, srk2104@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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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4>

분과 - B3

연령별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변화 분석

임지현1, 김정희2, 임현성1
1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2동남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 2017년과 2019년에 실시된 전국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2017년과 2019년에 실시한 안경사 갤럽조사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 방식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의 CATI 방법으로 설문한 내
용을 분석한 자료이며, 전국 학생 및 성인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사용형태 변화 추이를 비
교 분석하였다.
결과 : 전국 성인 남녀 연령별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사용률 추이에서 2017년보다 2019년 20
대 이하의 사용률이 증가하였으며 50대 이상의 사용률은 감소하였다. 20대 이하에서는 안경
만 사용하는 그룹과 안경과 콘택트렌즈 모두 사용하는 그룹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월 평균
소득별로 나누었을 때 2017년은 월평균 소득이 올라갈수록 사용률이 증가하였지만 2019년은
별 차이가 없었다. 전국 초/중/고생의 연령 및 콘택트렌즈 총 사용률에서 2019년 여학생에서
안경과 콘택트렌즈 모두 사용하는 그룹이 감소하고 콘택트렌즈만 사용하는 그룹이 증가하였
다. 학교별 비교에서도 중, 고등학교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모두 사용하는 그룹이 감소하고 콘
택트렌즈만 사용하는 그룹이 증가하였다. 특히 고등학생에서 콘택트렌즈만 착용하는 그룹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근용 안경 사용행태에서 2019년 맞춤안경을 주로 사용 비중이 증가하
고 기성품을 주로 사용 비중이 감소하였다. 2017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맞춤안경을 주로 사
용하고 기성품을 주로 사용하는 비중이 작았다. 하지만 2019년에는 남성도 맞춤안경을 주로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기성품을 주로 사용하는 비율이 감소하여 비슷해졌다.
결론 : 20대 이하의 콘택트렌즈 사용률이 점점 증가함으로 콘택트렌즈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
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근용 안경 사용행태에서 기성
품 근용 안경이 노화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맞춤 안경을 사용하
는 경우가 높았다. 기성품 근용 안경을 사용하였을 때의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
도록 하고 근용 안경도 검안하여 눈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발 표 자 : 임지현, 전화번호(02-2611-3658), dlawlgus96@naver.com
교신저자 : 임현성, 전화번호(031-740-7242), hsI@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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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5>

분과 - B4

노안용 동시보기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디자인 차이에 따른
시기능 비교
정명훈1, 김현일2
1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2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낮은 가입도의 근시성 노안을 대상으로 중심-근용 및 중심-원용 동시보기 멀티포컬 콘
택트렌즈 착용 후 시기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13명(46.92±5.91세)의 대상자들을 중심-근용 및 중심-원용 동시보기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를 각각 착용 후 교정시력, 조절래그, 스트레이라이트, 입체시력, 수평사위, 근거리 버전
스, 자각적 시력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결과: 낮은 가입도의 근시성 노안을 대상으로 중심-원용 및 중심-근용 동시보기 멀티포컬 콘
택트렌즈 착용 후 근거리 교정시력은 0.72±0.12, 0.70±0.09(p=0.317) 이었고, 원거리 교정시
력은 모두 1.00±0.00 이었다. 그리고 조절래그는 0.73±0.15, 0.75±0.15 D(p=0.567), 스트레
이라이트는

1.29±0.21,

1.28±0.17(p=0.649),

근거리

입체시력은

76.15±40.93,

90.77±94.82"(p=0.671), 원거리 입체시력은 75.38±20.25, 69.23±17.53"(p=0.157), 근거리
수평사위는

–6.77±4.55,

-6.42±4.05 △(p=0.720),

원거리

수평사위는

–0.81±1.76,

-1.00±1.29 △(p=0.434), 근거리 BI 버전스는 13.27±5.14, 13.04±5.27 △(p=0.844), 근거리
BO 버전스는 21.15±10.27, 23.27±9.96 △(p=0.116), 자각적 시력 만족도는 원거리에서
2.77±1.01(p=0.122), 3.54±1.05, 중간거리에서 3.23±1.36, 3.00±0.82(p=0.593), 근거리에서
3.77±1.01, 2.77±1.09(p=0.050) 이었고, 각각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낮은 가입도의 근시성 노안에서 중심-근용 및 중심-원용 동시보기 멀티포컬 콘택트렌
즈 착용 후 시력의 질(스트레이라이트, 입체시, 자각적 시력 만족도) 그리고 조절(조절래그)
및 버전스 반응(수평사위, 근거리 버전스)과 관련된 시기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선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발 표 자 : 정명훈, k3288775@hanmail.net
교신저자 : 김현일, 042-600-8428, hyunik@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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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6>

분과 - B5

Indentation measurement
of corneal-limbus by soft contact lens edge pressure
Yee-Rin Jung, Byoung-Sun Chu
Dep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Purpose:
To measure the depth of the indentation of the corneal limbus associated with
tight and loose fitting soft contact lenses.

Methods:
The effect of relatively tight and loose fitting soft contact lenses on the corneal
limbus were examined in 12 participants aged 23.12 ± 2.53 years (mean corneal
curvature = 7.80 ± 0.12mm). Hydrogel material soft contact lenses (-3.00D,
Modulus=0.3) of base curve (BC) 8.5 and 9.0 mm were used to provide relatively
tight and loose fittings.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3D OCT-1, Topcon,
Japan) was used to capture cross-sectional image of the temporal limbus during
contact lens wear and the indentation was measured on the captured image.
Results:
Statistical analysis (Paired T-test) indicat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8.5 BC and 9.0 BC (p<0.05) indicating indentation of 0.192 ± 0.04mm for
BC 8.5 and 0.140 ± 0.05mm for BC 9.0.
Conclusions:
The OCT demonstrated that soft hydrogel contact lenses provided different levels
of indentation depending on whether a tighter (smaller base curve) or looser
(larger base curve) was worn. This finding explains the potential mechanism by
which soft contact lens movement is affected by modification of base curve.
Further study with different design of contact lenses may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ase curve and indentation.

발 표 자 : 정예린, 전화번호 053-850-2550, yeerin777@gmail.com
교신저자 : 추병선, 전화번호 053-850-2553, bschu@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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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7>

분과 - B6

언택트 시대에 따른 대구지역 20대 대학생
아이웨어 트렌드 분석
손민호1, 도창록1, 임은지1, 신재헌1, 강성수1,2, 이지영1,2, 정지원1,2
1

수성대학교 안경광학과, 2수성대학교 안경광학연구소

목적: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시장경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구매소
비가 대폭 활성화되었고, 이런 변화는 안경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변화에 따른 언택
트 시대(untact era)에서 소비패턴 또한 변화하고 있어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들의 아이웨어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조사하여 수용정보를 안경업계에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대학생 96명(22.3±2.31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아이웨어 트렌드 분석을 위해 선글라스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 국
산 선글라스 선호도, 선글라스 선호 가격대, 주로 이용하는 SNS 등 총 11개의 설문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답변들을 분석하였다.
결과:
‘선글라스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에서는 38명(39.5%)이 패션트렌드를 중요하게 고
려한다고 답변하였다. 국내외 브랜드에서는 35명(36.5%)이 국산을, 33명(34.4%)이 수입 브랜
드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국산 선글라스를 선호하는 이유에서 AS용이성과 가격적인 측면
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수입 선글라스를 선호하는 이유에서는 브랜드 인지도와 믿을 수 있는
품질 때문이라고 각각 26명씩(27.1%) 응답하였다. ‘선글라스의 선호 가격대’에 대해서는 35명
(36.5%)이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하’를 선호하였다. ‘주로 이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가 26명(27.1%)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대학생들은 선글라스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선글라스의 고유 기능도 중요하지만 패션트렌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
다.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20대 대학생들 또한 SNS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었
고,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SNS를 이용한 홍
보전략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손민호, 053-749-7265, smh890730@naver.com
교신저자 : 정지원, 053-749-7266, chrisjjw@s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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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8>

분과 - B7

안경광학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기반학습의 적용 및 효과 비교 연구
김현진1, 김진주2, 박경희1
1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 2국제대학교 간호과

목적:
본 연구는 안경광학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기반학습 교수법의 적용 및 효과를 알아보
고, 동일한 교수법을 간호전공 학생에게도 적용하여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방법:
안경광학전공 학생 41명과 간호전공 학생 39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교과목에 사례기반학습법
을 적용한 수업을 6주 동안 진행하였다. 교수법 적용 전과 후에 수업 흥미도 설문을 실시하
여 설문점수 향상 효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점수 결과는 SPSS 18.0로 t-test를 실시하여 검증
하였다.
결과:
안경광학전공 학생은 간호전공 학생과 비교했을 시에 교수법 적용 전에는 흥미도 점수가 낮
았으나 교수법 적용 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교수법 적용 후의 수업 흥미도 점수
가 적용 전보다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보여 사례기반학습법이 수업 흥미도 발달에 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사례기반학습은 안경광학전공 학생에게 수업선호도, 수업활동, 정보기술활용과 같은 수업 흥
미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발 표 자 : 김현진, 031-612-9283, hjkim@kookje.ac.kr
교신저자 : 박경희, 031-612-9282, khpark@kook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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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39>

분과 - B8

미세먼지가 노년층의 눈물막에 미치는 영향
조윤수1, 이군자2
1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rsity (SCCO),
2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미세먼지가 노년층의 눈물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미세먼지 좋음 수준과 나쁨
수준에서 눈물검사 및 안구표면질환지수(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 설문지 검
사를 하고, 검사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안질환이 없고 안과적 수술 병력이 없는 60대 30명(남 14명, 여 16명, 평균연령 63.06
±3.90세) 60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공된 값을 기
준으로 좋음(0~30 ㎍/m³)과 나쁨(51~100 ㎍/m³) 수준으로 구분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과 나쁨 수준인 날에 모두 눈물검사를 실시하였다. 눈물양은 OCCUTUBE(OccuTech Co., L
TD, Seongnam, Korea)로, 눈물막 안정성은 침습적눈물막파괴시간(BUT)과 비침습적눈물막
파괴시간(NIBUT)으로 평가하였으며, 지질층의 두께와 눈깜빡임 횟수는 LIPIVIEW IIⓇ (LipiVi
ewⓇ Ocular Surface Interferometer, TearScienceⓇ, Morrisville, NC, USA)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고, OSDI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각적 증상을 확인하였다.
결과: 미세먼지 좋음과 나쁨 수준에서 Occutube 결과값은 3.25±1.53 mm에서 2.20±1.31
mm로 감소하였으며(p<0.05), 모두 건성안의 기준인 5 mm보다 적어 건성안 범주에 속하였
다. NIBUT는 4.80±1.04초에서 3.79±1.05초로, BUT는 4.56±1.34초에서 3.90±1.52초로 모
두 감소하였으며(p<0.05), 모두 건성안의 범주에 속하였다. 지질층 두께는 71.80±23.49 nm
에서 75.15±23.49 nm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눈깜빡임 횟수는 8.58±4.85번에서
7.84±4.92번으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OSDI 점수는 미세먼지 좋음 수준에서 18.0
9±12.40점, 나쁨 수준에서는 22.29±13.46점으로 증가하였고(p<0.05) 건성안의 범주(기준값:
20점)에 속하였다. 미세먼지 나쁨 수준에서 눈물의 양, NIBUT 및 BUT이 감소한 경우는 각각
대상자의 91.66%, 71.66%, 71.66%에서 나타났으며, OSDI 점수는 대상자의 73.33%에서 증
가하였다. 미세먼지 나쁨 수준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눈물의 양과 NIBUT, BUT를 감소시키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r=0.35, p<0.001, r=0.44, p<0.01, r=0.23, p=0.013).
결론: 노년층의 눈물의 양과 안정성은 모두 건성안의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미세먼지 나쁨
수준에서는 눈물의 지질층 두께는 변하지 않았지만, 눈물의 양과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건조함
의 증상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발 표 자 : 조윤수, younsu_9965@naver.com
교신저자 : 이군자, 031-740-7182,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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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40>

분과 - B9

Preparation of High-functional silicone hydrogel
polymer using collagen and evaluation of physical
properties
Ji-Won Heo1, Dal-Won Kim2, A-Young Sung1
1

Dept. of Optometry, Daegu Catholic University, 2I CODI

Purpo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physical properties of a polymer
prepared by applying collagen with excellent biocompatibility and wetability to a
silicone hydrogel material for the development of highly functional contact lenses.
Methods:

As

a

high-functional

silicone

hydrogel

material,

PDMS,

N,N-Dimethylacrylamide(DMA), 2-Hydroxyethyl methacrylate(HEMA), 1,4-Butanediol,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EGDMA), and Azobisisobutyronitrile(AIBN) were used
as a basic combination, and collagen was added in proportions. In order to
evaluate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manufactured contact lenses, visible light
transmittance, water content, and contact angle were measured, respectively.
Results: The average visible light transmittance of the contact lenses manufactured
in this study were all measured to be about 95% or more, and the tensile strength
was all about 0.23kgf/mm², confirming excellent optical properties and durability.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physical properties, the water content was found to
be about 52 to 55% depending on the addition ratio of collagen, and it was
confirmed that all the manufactured lenses showed high water content. In
addition, the contact angle was 43.1° to 37.8°, which gradually decreased according
to the addition ratio of collagen. All contact lenses manufactured in this study had
superior wetability compared to general silicone contact lenses.
Conclusions: Visible light transmittance and tensile strength of contact lenses
containing biocompatible collagen are almost unchanged, and the results of
improved water content and wetability suggest that collagen is suitable for use as
a highly functional silicone hydrogel contact lens material.

Presenter : Ji-Won Heo, +82-053-850-2554, gjwldnjs1918@naver.com
Co-author : Dal-Won Kim, +82-062-973-0391, dwkim7600@hatmail.com
Corresponding author : A-Young Sung, +82-053-850-2554, sayy@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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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41>

분과 - B10

콘택트렌즈를 이용한 약물전달기술 특허동향

박예지1, 오민상1, 동예지1, 유민지1, 한보선1, 김경화2, 김현진1, 박경희1
1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 2(주)네오비젼

목적:
최근 전세계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콘택트렌즈를 의학적 도
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콘택트렌즈를 이용한 약물전달기술과
관련한 최근 특허동향과 특허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검색으로 특허 출헌 정보(약물, 전달, 렌즈, 눈, 안구, 하이드로겔, 실리콘)를 조사한 후 유
효 특허건수를 선별하였다. 또한 국가별 최근 특허출원동향과 시장 확보력 및 주요 특허기술
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
콘택트렌즈를 이용한 약물전달기술의 유효한 특허를 선별한 결과 한국은 47건, 미국은 222
건, 일본은 72건, 유럽은 67건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2018년을 구간별로 분류하여 국가별
특허출원 증가 정도를 보았을 때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출원건수를 비교한 결과 미국
및 일본의 경우 외국기업의 특허출원건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내국인 출원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장벽 특허기술을 살펴본 결과 조성물, 약물방출구조, 제
조방법 등과 관련한 특허가 출원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
한국의 특허시장 점유율은 08-13년도에 비해 13-18년도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내국인의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 콘택트렌즈의 시장이 확대되고 특허출원의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 약물전달콘택트렌즈에 대한 국내출원인들의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
된다.

발 표 자 : 박예지, 031-612-9280, ruddls10230@naver.com
교신저자 : 박경희, 031-612-9282, khpark@kook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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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42>

분과 - B11

COVID-19 대유행 감염 예방을 위한 안경 착용에 관한 연구

김세진, 김효진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COVID-19 대유행 중 안경사들의 COVID-19와 관련된 감염 예방을 위한 안경 착용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정도를 조사하여 올바른 감염 예방 관리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안경원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123명의 안경사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95±7.03세이었다. 설문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정도를 포함하여 COVID-19 대유행 감염 예방을 위한
안경 착용에 관한 지식 및 교육의 실천 정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COVID-19 대유행 동안 개인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는 평균 3.07점이었고, 그
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립니까?”의 문항이 3.59점으로
가장 높았다. COVID-19 접촉에 관한 지식의 정답률은 평균 46%, 안경 착용에 관련한 눈 지
식의 정답률은 평균 36%로 낮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태도는 평균 2.61점으로 높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천하는 정도는 접촉과 관련해서는 2.42점으로 높은 실천을 나타내었
으나 안경착용에 관련한 눈 관리 실천정도는 1.77로 다소 낮았다. 안경 착용에 관련한 눈 지
식 문항 중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구건조증이 유발된다”가 31%로 낮은 정답률을 보
였고, “마스크 착용 후, 안구건조증과 같은 눈 증상이 있는지 점검하였다”의 실제 실천 정도
는 1.4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경사의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안경 착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감염병 예방 지침을 안내하여 착용
자들을 감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착용의 실천율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발 표 자 : 김세진, 041-550-2185, sjkim@bu.ac.kr
교신저자 : 김효진, 041-550-2841, khj@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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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12

Standardization of antimicrobial Properties of
Contact Lenses as Medical Devices
Min-Jae Lee1, A-Young Sung2
1

Dept. of Optometry, Jeju Tourism University,

2

Dep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Purpose: Contact lenses are one of the medical devices used by many people in
daily life. In particular, soft contact lenses can cause a lot of infections in the
cornea and conjunctiva, and the degree of complications varies depending on
wearing time and cleaning method of lens. Therefore, antimicrobial is one of the
important physical properties of contact lenses.
Methods:

The

antimicrobial

properties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and

Escherichia coli were analyzed using 3M Petrifilm which cause the most infections
in the eye. Antibacteri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nanoparticles, the preparation method of the sample solution, and difference in
the dilution ratio of the sample solution were confirmed. 1 ml of the sample
solution hydrated in 0.9 % sodium chloride saline solution was injected into the
dried culture medium. It was then incubated in a thermostat for about 24 hours
to maintain the temperature at 35 ± 1℃, and Staphylococcus aureus and E. coli
were identified.
Results: The antimicrobial effects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and E. coli were
examined. The antimicrobial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Staphylococcus
aureus and E. coli significantly decreased or was not cultured at all when
nanoparticle was added. Also, results may vary depending on the test method for
antimicrobial properties of contact lenses, such as the preparation method of the
sample solution, and difference in the dilution ratio of the sample solution and
nomal saline.
Conclusions: Currently, there are no standard regulations on contact lenses, and
there is also a lack of related research. Since contact lenses are medical devices
that can cause infection by direct contact with the cornea, antimicrobial properties
are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properties to be standardi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a standardized test method is required for the analysis
of antimicrobial properties of contact lenses.
Presenter : Min-Jae Lee, +82-64-750-3527, tomssamac@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 A-Young Sung, +82-53-850-2554, say123s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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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13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주파수 동시 측정을
위한 이종간섭계방식의 레이저 도플러 진동계
오현석1, 조재흥1, 정연홍2
1

한남대학교 대학원 광센서공학과, 2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물체빔 2개와 기준광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발생하는 진동수를 동시에 측
정하는 3개 빔 이종간섭계방식의 레이저 도플러 진동계(Laser Doppler Vibrometer: LDV)
를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서 1대의 광음향 변조에 단
일/이중경로 광음향 변조 시스템(Single/Double Pass Acousto-Optic Modulator System)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2개의 변조 주파수를 갖는 물체빔을 만들고, 이 두 물체빔과 레이저의
기준빔의 이종간섭법을 이용하여 두 지점의 진동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결과: 변조 주파수가 40 ㎒인 광음향 변조기를 한 번 통과한 물체빔과 두 번 통과한 물체빔
의 반송 주파수는 각각 40 ㎒와 80 ㎒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두 물체빔을 사용하여 동시에
두 지점의 서로 다른 진동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과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결론: 광 검출기 1대와 광음향 변조기만을 사용하는 3개 빔 이중경로 이종간섭계방식의 레이
저 도플러 진동계를 제안하고 서로 다른 두 측정 지점에 대한 진동 주파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발 표 자 : 오현석, 042-629-7458
교신저자 : 정연홍, 031-612-9281, yhjeong@kook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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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14

A Study on the Manufacture and Properties of
Hydrogel Contact Lens containing Aniline group
Seong-Hoon Bang, A-Young Sung
Dep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nufacture soft contact lenses with
the

addition

of

2-(trifluoromethyl)aniline,

3-(trifluoromethyl)aniline

and

4-(trifluoromethyl)aniline, respectively, and analyze their properties to confirm UV
protection effects.

Methods: In this work, 2-Hydroxyethyl methacrylate (HEMA) was mixed with the
cross-binding agent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EGDMA) and the thermal
initiator 2,2’-Azobis(2-methylpropionitrile) (AIBN), for additives, aniline group were
added for copolymerization.
Results: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manufactured
lens, the refractive index 1.4347~1.4415, water content 32.61~34.94%, contact angle
57~76°, oxygen permeability 9.62~11.52 × 10-11(cm  /sec)(mlO  / ml × mmHg) and
light transmittance were 88.27~72.57% in the visible light region, 0.01~44.09% in
UV-B, and 0.67~82.8% in UV-A, respectively. In particular, the addition of
4-(Trifluoromethyl)aniline was found to improve the UV blocking effect, and it w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the additive added.
Conclusions:

As

a

result

of

manufacturing

a

contact

lens

by

adding

4-(Trifluoromethyl)aniline among the additives used in the experiment, it showed
high refractive index and high oxygen permeabilit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4-(Trifluoromethyl)aniline can be used as an additive to make UV-blocking soft
contact lenses, thereby enhancing the UV-blocking effect in UV-B and UV-A areas.

Presenter : Seong-Hoon Bang +82-53-850-2554, shuuung@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 A-Young Sung +82-53-850-2554, say123s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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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15

청광차단 콘택트렌즈의 눈부심과
주∙야간 대비시력의 기능성평가
강영지, 강영모, 정경희, 정지원, 최영훈, 버지니아, 유근창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주 ․ 야간시력과 대비 시력 그리고 야간 눈부
심 시력 등의 기능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하였다.
방법: 대상자 선정은 안과질환 및 전실질환이 없고 시기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성인 14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여 주간 대비 시력(100%, 10%), 야간 대비 시력(100%, 10%) 그리고 5Lux의
조명하에서 눈부심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결과 :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주간 대비시력, 야간대
비시력 그리고 눈부심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주간 대비시력(100%)검사에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97이었고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95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이 0.02더 높았다. 주간 대비시력(10%)검사
에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62이었고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
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70로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이 0.07 더 높았다. 야
간 대비시력(100%)검사에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63이었고 청
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69으로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
시력이 0.06 더 높았다. 야간 대비시력(10%)검사에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57이었고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68로 청광차단 소
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이 0.11 더 높았다. 눈부심 검사에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
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67이었고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81로 청
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이 0.14 더 높았다.
결론 : 청광차단렌즈가 주간 대비시력 100%에서는 일반 구면 소프트렌즈보다 교정시력이 낮
았지만, 주간 대비시력 10%, 야간대비시력 100%, 10% 그리고 눈부심에서는 일반 구면 소프
트렌즈보다 교정시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자 : 강영지, 010-3417-0999, yjkang04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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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16

젊은 근시안에서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굴절교정 후
고위수차의 변화
권혁1, 이군자1
1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근시안을 대상으로 나안상태와 비구면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착용 후 고위수차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각막굴절교정술을 받지 않고 안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33명(평균 연령 23.03 ± 2.89,
평균등가구면 굴절력 -3.38 ± 1.25)을 대상으로 하였다. 100 lx 검사실 조도에서 나안상태와
Low 가입도 및 High 가입도의 멀티포컬 콘택트렌즈(Biotrue, Bausch + Lomb, USA) 착용
시킨 후 Wavefront Analyzer(KR-1W, Topcon, Japan)를 사용하여 동공크기 4 mm 영역에
서 전체 고위수차, 코마수차, 구면수차를 측정하였다. 기기에서 조정되는 빛의 양에 따라 암소
시(scotopic condition) 상태에서 각각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측정값은 SPSS(versi
o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전체 고위수차는 멀티포컬 콘택트렌즈(Low 및 High 가입도) 착용 시에는 나안 상태보
다 증가하였고(p=0.012, p<0.001), 가입도가 높으면 더 증가하였다. 코마수차는 멀티포컬 콘택
트렌즈(Low 및 High 가입도) 착용 후 나안 상태보다 증가하였다(p<0.001, p<0.001). 구면수
차는 멀티포컬 콘택트렌즈(Low 및 High 가입도) 착용 시에는 나안 상태보다 더 음의 방향으
로 증가하였고(p=0.002, p<0.001), 가입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나안 상태에서 양의 구면수
차(평균 0.032±0.020 ㎛)를 갖는 54안(81.8%)은 멀티포컬 콘택트렌즈(Low 및 High 가입도)
착용 시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여 0.023±0.015 ㎛로 측정되었고, 음의 구면수차(평균 –0.023
±0.013 ㎛)를 갖는 12안(18.1%)의 경우에는 음의 방향으로 더 증가하여 –0.036±0.017 ㎛의
많은 양의 음의 구면수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비구면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착용 후 전체 고위수차, 코마수차는 증가하였으며, 구면수
차는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중심근용 멀티포컬 콘택트렌즈가 전면에 음의 구면수차
를 이용하여 가입도를 생성시킨 구조 때문으로 사료되며,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착용 시 개인
별 수차에 따라 나안에서 양의 구면수차를 가진 대상자는 멀티포컬 콘택트렌즈의 음의 구면수
차를 감소시켜 가입도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음의 구면수차를 가진 대상자는 구면수차가
더 음의 값으로 증가하여 원거리 시력 흐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코마수차의
증가로 시력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권혁, hyeok0905@naver.com
교신저자 : 이군자, 031-740-7182,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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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17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화에 대한 인식 조사
정혜선1, 전인철2
1

동신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과, 2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총 242명으로 안경광학 전공자 157명, 일반인 85명으로 수행
되었다.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기본인적사항, 도수안경 온라인판매에 대한 의견, 찬성 이
유, 반대 이유로 섹션을 나누었다. 도수안경 온라인판매에 대한 의견에서는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화에 대한 인지 여부, 도수안경 온라인 정책화에 대한 찬반 조사를 하였으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누어 각각의 이유를 조사하였다. 각 질문은 한 개의 응답만 가능하도록 설정하
였다.

결과: 대상자 242명 중 남자는 145명(59.9%), 여자는 97명(40.1%)이었고 참여 대상의 연령대
는 20대 103명(42.6%), 30대 48명(19.8%), 40대 47명(19.4%), 50대 이상 44명(18.2%)이었
다. 이 중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화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165명(68.2%), 알지 못하는
사람은 77명(31.8%)이였다. 그리고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화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207
명(85.5%), 찬성하는 사람은 35명(14.5%)이었다.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항목은 전공자
에서 ‘안경사 전문성 퇴화 및 기본권 침해’로 149명 중 88명(59.1%)이었고, 일반인에서 ‘잘못
된 도수의 안경 처방 증가’가 58명 중 33명(56.9%)이었다. 그 다음으로 전공자는 ‘잘못된 안
경의 처방 증가’가 29명(19.5%), 일반인은 ‘안경사 전문성 퇴화 및 기본권 침해’가 16명
(27.6%)으로 비중이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 중 가장 많았던 항목은 ‘구매 편의성’으로 전공자
8명 중 5명(62.5%) 일반인 27명 중 16명(59.3%)로 나타났다.

결론: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우세하게
많았고 반대하는 이유 중 대부분의 항목은 안경사 전문성 퇴화 및 기본권 침해와 잘못된 안
경의 처방이었다. 이를 통해 안경은 안경사 면허증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안경사들이 정
확한 처방하에 안경을 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도
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발 표 자 : 정혜선, 전화번호(010-3412-9411), 3629411@naver.com
교신저자 : 전인철, 전화번호(061-330-3554),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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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18

나이, 구면굴절도와 망막곡률반경의 상관관계

정유은1, 허민영2, 이다현1, 서재명
1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2전남대학교병원

목적: 굴절이상 특히, 근시는 축성과 굴절성으로 나뉘며 대부분 축성 근시로 분류된다. 축성
근시의 경우 안축장 길이가 정시에 비해 길기 때문에 망막의 곡률반경도 더 작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망막의 수직과 수평의 곡률반경 중 어느 방향의 경선과 좀 더 큰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13세에서 74세의 남녀(여 13명, 남 19명)를 대상으로 빛간섭단층촬영기(OCT, Topcon
Canada Inc)로 수직경선과 수평경선 방향으로 잘라서 촬영했다. 빛간섭단층촬영기로 중심와
를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20° 씩 총 40°(약 12 mm에 준함)를 한 번에 측정하여 자동안굴절계
(NIDEK ARK-1s)에 의한 굴절이상도와 각막의 곡률반경을 측정했다. 망막 사진은 AutoCAD
2011(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망막과 중심와 부근의 180° 경선과 90° 경선의 곡률반경을
계측했다. 이를 토대로 r 프로그래밍으로 통계분석과 그래프를 작성했다.
결과: 전체 대상자의 굴절이상도는 –1.21±3.58 D이며 나이는 47.81±20.12세 였다. 각막의
수평∙수직 곡률반경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수평 곡률반경은 음의
상관관계, 수직 곡률반경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r=-0.003, r=0.006). 그에 반해 40°
망막을 대상으로 측정한 수평 곡률반경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r=0.14로 나타났고 수직 곡률반
경은 r=0.05로 나타나 각막의 곡률반경과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근시도가 증가할수록 수직
과 수평 망막곡률반경 모두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평의 곡률반경이 수직에 비해 2배
가량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0.49, r=0.99). 측정 망막의 범위를 중심와
주변으로만 좁혔을 경우 근시도가 증가할수록 수평의 중심와 곡률반경이

전체 망막의 수평

곡률반경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망막의 곡률반경은 나이가 들수록 평평해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수평의 곡률반경은 나
이와 1:1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굴절이상도는 근시도가 클수록 수직보다 수평방
향의 망막곡률반경에 더 큰 영향을 줬다. 따라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근시도가 낮아질
수록 망막 수평방향의 곡률반경을 크게 하는 요인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발 표 자 : 정유은, dbeks7568@naver.com
교신저자 : 서재명, 055-230-1294, jaemyoungseo@ma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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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19

Establishment of in vitro Model
for Age-Related Macular Disease
Yeon Kyoung Cho, In Chul Jeon
Department of Optometry, Dongshin University
Introduction & Purpose : Age-related macular disease (AMD) is one of the causes of
irrecoverable loss of sight and in 2014 Wong group reported that in 2020 the AMD patients
could be reached 196 million and prospected in 2040 they could increase 288 million. AMD
is caused by the death of retinal pigment epithelial (RPE) cells and physiologically reactive
oxygen species (ROSs) during epoxidizing A2E by blue light damages RPE cell’s membrane
to be cell death (apoptosi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MD model system need and the
system is better if it is much similar to human AMD. In this study we tried to establish in

vitro AMD model system using with A2E treatment under the blue light illumination.
Methods: In order to establish in vitro AMD model system three steps studies were planned.
The first step was the accumulation level of A2E depended in the RPE cells on the dose of
A2E. A2E had autofluorescent effect and the accumulation level was evaluated on the 5
dosages of A2E (0, 10, 20, 30, 40 µM). In the second step the relation of A2E level (0, 10,
20, 30, 40 µM) and blue light intensity (0, 20, 40 mW/cm2) to induce apoptosis was
measured depended on the cell viability under each condition. Based on the second step in
the third step apoptotic cell number according to the A2E treated level such as 0, 30 and
40 µM was measured under 20 mW/cm2 of blue light intensity.
Results: (1) A2E is autofluorescent material and it physiological enters the RPE cells in the
eyes. A2E dose-dependently accumulated in the RPE cells’ cytoplasm. (2) In the dose- &
intensity-dependent manner A2E and blue light induced RPE cells’ death (apoptosis). Under
0 mW/cm2 blue light illuminating cell viability was 100.0±7.75, 96.4±11.14, 94.0±11.78,
91.1±7.52 and 83.4±9.50 at A2E 0, 10, 20, 30 and 40 µM, respectively. At 20 mW/cm2 of
blue light intensity, cell viability was 100.0±8.86, 92.0±7.17, 85.5±10.19, 73.5±9.92 and
72.5±8.89 at A2E 0, 10, 20, 30 and 40 µM, respectively. Under 40 mW/cm2 blue light
illuminating cell viability was 100.0±11.93, 91.6±8.93, 85.0±8.57, 68.1±6.96 and 63.2±7.17 at
A2E 0, 10, 20, 30 and 40 µM, respectively. (3) The level of blue light intensity was proper
under 20 mW/cm2,

A2E 0, 30, and 40 µM, it was found that necrosis and apoptosis

increased as the A2E concentration increased. Under 20 mW/cm2 blue light illuminating,
total apoptotic cell was 5.9±0.07, 21.6±0.71 and 25.2±5.35 at A2E 0, 30 and 40 µM,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most proper of in vitro AMD model system is that 30 µM or 40 µM A2E
treatment under 20 mW/cm2 blue light intensity. However, in the future we need the
apoptosis mechanism under the proper condition.
발 표 자 : 조연경, 010-8607-5432, yktender@naver.com
교신저자 : 전인철, 061-330-3551, icjeon@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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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20

OCT measurement of central pooling with different
fitting characteristics of silicone hydrogel contact
lenses
Yee-Rin Jung, Byoung-Sun Chu
Dep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Purpose:
To compare central pooling of the tear film associated with tight and loose fitting
silicone hydrogel contact lenses.

Methods:
Twelve participants aged 23.12 ± 2.53 years (mean corneal curvature = 7.80 ±
0.12mm) volunteered. Silicone hydrogel material soft contact lenses (-3.00D) with
base curve (BC) of 8.5 and 9.0 to induce different fitting characteristics (relatively
tight or loos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3D OCT-1, Topcon, Japan)
was used to measure the centre thickness of the cornea without a contact lens,
and the cornea with a contact lens in vivo. Central pooling wa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asurements subtracting the contact lens thickness
(0.080 mm).
Result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central tear lens pooling when wearing the 8.5
BC and 9.0 BC (p<0.05); tear lens pooling was 7.32 ± 1.093m for BC 8.5 and 5.05
± 1.210m for BC 9.0.
Conclusions:
Central tear lens pooling is an accumulation of tears between lens and cornea and
it has been known that pooling caused by contact lenses could contribute to
refraction of light at the ey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central pooling can
vary for silicone hydrogel lenses of different base curve, however it is unknown
that this difference could affect refraction of the eye yet.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nfirm the effect of different base curves on tear lens
pooling on the eye.
발 표 자 : 정예린, 전화번호 053-850-2550, yeerin777@gmail.com
교신저자 : 추병선, 전화번호 053-850-2553, bschu@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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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21

Physical properties of silicone polymers according to
the addition of various oxides and
Polyvinylpyrrolidone(PVP)
Ji-Won Heo, A-Young Sung
Dept. of Optometry, Daegu Catholic University
Purpose: In this study, a photopolymerization method known as a polymerization method
optimized for a silicone monomer with high oxygen permeability was used, and various rare
earths and metal oxides were added to prepare high-functional silicone lenses and compare
their properties. In addition, Polyvinylpyrrolidone(PVP) was used as a dispersant to compare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lens according to the amount added.
Methods:

The

silicone

monomer

SIU

and

the

hydrophilic

monomer

N,

N-Dimethylacrylamide(DMA) were mixed in a ratio of 1:2, and 0.5% each of the crosslinking
agent

Ethyleneglycol

dimethacrylate(EGDMA)

and

the

photoinitiator

2-Hydroxy-2-Methylpropiphenone(2H2M) was added to obtain a basic combination. To
improve functionality, 0.1% of each of Holmium (III) oxide, Europium (III) oxide, and
aluminum oxide belonging to rare earth and metal oxides was added. In addition, PVP was
added as a dispersant in a ratio of 1%, respectively, and a lens was manufactured using
photopolymerization.
Results: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visible light transmittance to examine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lenses

manufactured

in

this

study,

all

samples

showed

excellent

transparency of 92% or more.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lenses, it was found that the water content of all contact lens samples increased compared
to Ref. Holumium(III) oxide and Europium(III) oxide, which are rare earth oxides, did not
affect the refractive index of the lens, but it was found that the refractive index of the lens
to which aluminum oxide was added was slightly decreas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lens to which PVP was added, it was found that
the water content and wettability were improved compared to the lens without PVP.
Conclusions: When various rare earth, metal oxides and PVP, a dispersant, are used
together,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high-functional silicone lens material with excellent
water content and wetability.

Presenter : Ji-Won Heo, +82-053-850-2554, gjwldnjs1918@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 A-Young Sung, +82-053-850-2554, sayy@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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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22

전공교과목 온라인수업에 대한 대학생 인식 조사

권오주, 오현진
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전국 대학들은 정상적인 대
면수업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되었고 2021학년도 1학기 수업까지도 대면수업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3학기의 온라인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
식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마지막 주 15주
차에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결과: 학교에 등교하여 교수님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면수업과 개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이
버상에서 동영상수업과 학습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수업 두 가지 형태로 구분
한 다음 어떠한 조합의 수업 운영 방식이 좋은지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대면수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학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대면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대면수업’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실습과목만 대면수업’이 그 다음 순으로 나
타났으며 ‘전체 온라인수업’, ‘전체 대면수업’, ‘격주대면수업’ 순으로 응답되었다. 가장 선호
하는 온라인수업 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교수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수업’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으로 나타났고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장 낮은 선호도로 응답되었다. 적절한 동영상 강의
시간은 ‘25분’으로 나타났으며, 강의 시청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시청’을 하고 ‘2번 이상’ 시청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온라인 수업 참여의 적극성 평가를 매
우 높음에서 매우 낮음의 5단계로 설문한 결과 ‘높음’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 수업의
이해정도를 5단계로 설문한 결과 이해 정도는 중간단계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결론: 온라인 수업의 대표적인 장점은 학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수업 성
취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2021학년도 2학기에도 온라인수업이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동일
한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는 응답이 높은 만큼 수업에 녹화된 영상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
간이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교수자는 수업의 영상과 기타 학습활동
시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수업 운영 방식에 학생들의 요
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발 표 자 : 권오주, 전화번호(041.550.9081), ojkwon@b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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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23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안구 증상에 관한 연구

김세진, 김효진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COVID-19 상황에서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안구 증상을 조사하여 눈 관리 중요성
을 인식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4.71±9.443세 이었고, 설문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마스크
착용 특성, 마스크 착용 중에 느낀 안구 증상을 조사하였다.
결과: 응답자 중 140명(94.6%)은 외부활동 또는 근무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1일 평
균 마스크 착용시간은 1~2시간 이하가 74명(50.0%)로 많았다. 1개의 마스크 사용기간은
“2~3일”이 139명(93.9%)이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안경에 김서림을 자주 경험한 사람
은 113명(76.4%)로 많았다. 마스크 착용하는 동안 경험한 안구 증상 중 “눈이 건조하다” 62
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착용이 눈에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101명(68.2%)이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마스크 착용이 눈에 자극감과 불편함을 가
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90명(60.8%)이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마스크 착용시
간과 안구 건조증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안경 김서림과 안구 건조증 이물감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마스크 착용하는 동안 안경 김서림을 경험한 사람이 많았으며,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안구 증상 중 안구 건조증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시간이 길
수록 안구 건조 증상 정도가 심하며, 안경 김서림 경험이 많을수록 안구 건조증, 이물감 증상
정도가 심하였다. 따라서 안경 착용자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안경 김서림을 줄이고, 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발 표 자 : 김세진, 041-550-2185, sjkim@bu.ac.kr
교신저자 : 김효진, 041-550-2841, khj@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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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5>

분과 - B24

염료용출 방지와 유해파차단이 가능한
하드/소프트 일체형 콘택트렌즈의 개발
박상열1, 백연경1, 고영준2, 한성미2, 김기홍2
1

(주)리드텍, 2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안광학융합기술사업단

목적: 기존 콘택트렌즈 제품들이 가지는 이물감(착용감), 난시교정, 염료용출, 흐림현상 등 문
제점을 해결하고, 장점들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유해파 차단과 콘택
트렌즈에 첨가된 염료가 용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난시교정이 가능하도록 중앙부는 하드콘택
트렌즈 기능을 가장자리 부분은 소프트콘택트렌즈 기능을 가지는 하드/소프트 일체형 콘택트
렌즈를 개발하였다
방법:
㈜리드텍에서 보유한 공정을 토대로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염료용출 방지를 위해 하드모노
머에

청광(블루라이트).변색(트렌지션)

투입하였으며,

몰드는

세미커팅몰드(Semi

cutting

mold)를 사용하여 0.03~0.05 mm로 중앙부를 1차 커팅절단하여 하드콘택트렌즈 조성물을 주
입 후 UV중합하고, 중합부의 표면 및 두께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2차 커팅기를 이용하여 일
정한 두께로 가공하였다. 2차 커팅된 광학부에 3차 소프트렌즈 조성물을 주입하고 UV 중합
하여 표면 및 두께를 일정하게 가공하고 디자인하였다
결과:
하드/소프트콘택트렌즈 개발 제품은 UV차단효과 및 청광(블루라이트)차단 효과를 확인하였으
며, 중심부는 하드콘택트렌즈, 가장자리 부분은 소프트콘택트렌즈 재질로 각 제품에 대한단점
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 하여 사용자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하였다.
결론: 제품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서로 다른 재료간의 결합과 정상적인 콘택트렌
즈 형상유지를 위한 소재와 레시피 개발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두 제품의 단점만 결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제품의 품질과 가장 밀접하다 볼 수 있었다. 많은 연구 및 제품
생산을 통해 하드/소프트콘택트렌즈 개발을 성공하였으며, 식약처 허가 및 시장진입을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발 표 자 : 한 성 미, 전화번호(053-859-4972), hansungmi@cu.ac.kr
교신저자 : 김 기 홍, 전화번호(053-850-2551), kkh2337@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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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6>

분과 - B25

움직이는 사물과 정지된 사물에 대한 시각적 인지 비교
박준혁, 임성훈, 서재명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일반인의 레저활동과 스포츠산업의 확대는 동체시각(dynamic
and kinetic vision)의 중요성과 그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진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각인지가 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여
스포츠시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교정시력이 0.8 이상이며 양안의 시력 차이가 없는 35명의 성인이 연구에 참여했다. 본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반맹시 시뮬레이터로 좌우 동측성 반맹시를 유발시켜서 좌우 시각 신
경로에서의 시각적 인지능력을 비교했다. 실험에 사용된 시자극은 gabor 패치(Morphonome,
USA)를 CRT 모니터(Trinitron Sony Multiscan G400, Japan)에 구현했다. 소프트웨어의 출
력 값을 calibration하기 위해 색도계(Minolta CS-100A, Japan)를 사용했으며 실험실의 조
도는 300 lux(ANA-F11, Japan)였다. 사용한 공간주파수는 3, 18 cpd였으며 동체시지각을
위한 패치의 이동 속도는 83.3, 166,7, 250으로 설정했다. 학습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6개의 세션을 무작위로 진행했다. 모든 결과는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했으며 그래프는 r 프
로그래밍을 사용했다.
결과: 전체 대상자를 상대로 3 cpd를 사용하여 패치의 속도를 83.3으로 했을 때 로그 대비감
도는 2.2±0.22, 정지된 패치에서의 대비감도는 2.17±0.26로 나타났다(p=0.72). 공간주파수가
18 cpd이며 패치의 속도가 83.3일 경우 1.29±0.27, 정지된 패치에서는 1.58±0.27로 통계적
으로 증가했다(p<0.05). 우측 시각경로에 3 cpd의 패치를 속도 83.3으로 이동시켰을 때 대비
감도는 2.23±0.21, 정지된 패치에서는 2.24±0.21로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p=0.94). 18 cpd
를 사용하여 속도 83.3으로 이동시켰을 때 대비감도는 1.2±0.31, 18 cpd의 경우 정지된 패
치에서 1.53±0.29로 증가함을 보였다(p<0.05).
결론: 우세안이나 우수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좌측 시각전달로와 우측 시
각전달로에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시자극을 주는 경우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물
체의 크기가 큰 경우 물체의 움직임 여부와 상관없이 시각적 인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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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7>

분과 - B26

청광차단 콘택트렌즈의 주∙야간 대비시력과
야간 눈부심 유발에 따른 시력 평가
강영지, 강영모, 정경희, 정지원, 최영훈, 버지니아, 유근창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주 ․ 야간 대비 시력 그리고 야간 눈부심 유
발에 따른 시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하였다.
방법: 대상자 선정은 안과질환 및 전신질환이 없고 시기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성인 14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시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5m 앞의 시표(HDC-9000N/PF)를 이용하였다. 시력은 주간 대비 시력
(100%, 10%), 야간 대비 시력(100%, 10%) 그리고 눈부심 테스트를 위하여 암실에서 시표
옆에 조명을 조사한 상태에서 시력을 측정하였다.
결과: 주간 대비시력(100%)검사에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교정시력은 각각 0.97, 0.96으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이 0.01 더
높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p>0.05). 주간 대비시력(10%)검사에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
즈와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은 0.63, 0.70으로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
의 교정시력이 0.07더 높았다(p<0.05). 야간 대비시력(100%)검사에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
트렌즈와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은 0.64, 0.69로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
즈의 교정시력이 0.05 더 높았다(p<0.05). 야간 대비시력(10%)검사에서 일반 구면 소프트 콘
택트렌즈와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은 0.58, 0.69로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교정시력이 0.11 더 높았다(p<0.05). 눈부심 테스트에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
와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67, 0.81로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
의 교정시력이 0.14 더 높았다(p<0.05).
결론: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주간 대비시력 100%에서는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
즈보다 교정시력이 0.01 더 낮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주간 대비시력 10%, 야간대비시력
100%, 10% 그리고 눈부심 테스트에서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이 유의한 차
이를 보이며 시력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발표자 : 강영지, 010-3417-0999, yjkang0426@naver.com
교신저자 : 유근창, 010-8679-7800, gcryu@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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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8>

분과 - B27

측정 장비에 따른 콘택트렌즈 두께 측정값의 비교

이세희1, 이용준2, 박근창2, 한성미1, 이경진1, 이수연1, 김기홍1,3
1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광학융합기술사업단, 2㈜컬러렌 씨엘, 3대구가톨릭 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기존의 콘택트렌즈를 측정하는 방법은 수화된 콘택트렌즈를 공기 중으로 꺼내 짧은 시
간 안에 두께를 측정한다. 그러나, 콘택트렌즈는 물을 흡수하여 팽창하는 하이드로겔 소재로
두께를 측정하는 동안에도 수분이 소실되어, 두께측정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콘택트렌즈를 각각의 다른 장비로 두께를 측정하여, 기존의 두께 측정값과 차이가 있는지
비교 연구하였다.
방법: 콘택트렌즈 두께 측정을 위해 기존의 두께측정 장비(Mitutoyo, VL-509-B), 박막두께
측정 장비(Bristol instruments, OTG-137), 두께측정 장비((주)컬러렌 자체제작)를 활용하였
다. 콘택트렌즈는 재질 별로 하이드로겔 재질 2종류(A사 모이스트, B사 소프렌), 실리콘 하이
드로겔 재질 2종류(A사 모이스트, A사 워터렌즈)를 각각 5개씩 측정하였다.
결과:

A사

모이스트의

경우

두께측정

장비

69.94(±3.87)

μm,

박막두께측정

89.27(±3.35) μm, 컬러렌 장비 83(±2.92) μm, B사 소프렌의 경우

장비

두께측정 장비

75.45(±0.61) μm, 박막두께측정 장비 95.67(±2.36) μm, 컬러렌 장비 87.5(±2) μm, A사 트
루아이의 경우 두께측정 장비 81.65(±1.63) μm, 박막두께측정 장비 94.08(±0.69) μm, 컬러
렌 장비 87(±1.17) μm, A사 워터렌즈 두께측정 장비 86.90(±3.49) μm, 박막두께측정 장비
95.08(±3.96) μm, 컬러렌 장비 91.6(±4.39) μm로 나타났으며, 두께는 Mitutoyo 장비 < 컬
러렌 장비 < 박막두께 측정 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기존의 두께 측정장비는 수화된 렌즈를 꺼내어 공기 중에서 두께를 측정하고, 박막두께
측정 장비는 큐벳에 PBS를 넣어 수화된 상태에서 두께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컬러렌의
장비는 지그에 렌즈를 올리고, PBS를 채우는 방식으로 측정이 되어 실제 눈에 렌즈를 착용한
상태와 가장 유사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방법에 따라, 콘택트렌즈가 수분에 닿는 면적이
달라지므로 함수량에 의한 두께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
즈와 실리콘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측정장비에 따른 두께 측정값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하이드로겔 재질이 실리콘 재질에 비해 두께 측정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실제 콘택트렌
즈의 함수량이 두께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발 표 자 : 이세희, 053-859-4970, seheelee@cu.ac.kr
교신저자 : 김기홍, 053-850-2551, kkh2337@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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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59>

분과 - B28

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 와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 기능성
차이점에 대한 자각적 조사
이정인, 김지우, 배시성, 신태정, 김동관, 박성수, 이종성, 유근창
동신대힉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와 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 두 렌즈의 따른 착용감과
시력 및 대비 시력 차이를 알아보고 피팅 평가 및 자각적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하였
다.
방법: 본 연구는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한 피검자로 안질환 및 안과적 수술 경험이 없으며 난
시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난시 도수 범위는 –0.50D~-1.00D 이하 및 –1.25D~2.00D 이하이며, 구면 소프트콘
택트렌즈과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를 각각 5일씩 10일간 착용하도록 하였다. 검사방법은 착
용 10분 후 시력 및 대비 시력 결과와 안정화 30분 후 시력 및 대비 시력을 각각 조사하였
다. 자각적 만족도는 각각 순차적으로 착용 후 착용감, 이물감, 건조감, 작열감, 선명도, 따끔
거림, 빛 번짐에 대해 5점 척도(5점:매우 만족, 4점:만족, 3점:보통, 2점:불만족, 1점:매우 불
만족)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결과: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와 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은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
가 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0% 대비 시력은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가
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착용감은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보다 구면 소프
트콘택트렌즈가 높게 조사되었다.
난시 도수 –0.75D 이하의 낮은 도수를 착용한 착용자는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와 구면 소프
트콘택트렌즈에서 교정시력 차이는 없었고, 대비 시력에서는 100%와 10%로 검사했을 때 교
정시력은 0.1 ~ 0.2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난시 도수가 –1.00D 이상의 높은 도수를 착용한 착용자는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 교정시력
1.0 이상, 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에서 0.8이하로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에서 더 높았고,
100% 대비 시력의 경우 0.3, 10% 대비시력의 경우 교정시력 0.4 차이로 토릭 소프트콘택트
렌즈가 더 높게 나왔지만 착용감은 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가 높게 나왔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와 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의 기능성 차이점과 교
정시력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와 구면 소프트콘택트
렌즈의 기능성 차이점을 알 수 있었고 착용감은 구면 소프트콘택트렌즈가 좋고 교정시력 및
대비 시력은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가 좋게 나왔다.
발 표 자 : 이정인, 010-4830-7040,
교신저자 : 유근창, 010-8679-7800, gcryu@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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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60>

분과 - B29

Difference of residual refractive error when corrected
with different materials of contact lenses
Yee-Rin Jung, Byoung-Sun Chu
Dep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Purpos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ens material on residual refractive error for eyes with
corneas within the normal range of corneal curvature

Methods:
Hydrogel soft contact lenses (-3.00D, modulus=0.3, base curve = 8.5,
diameter=14.2) and silicone hydrogel soft contact lenses (-3.00D, modulus=0.72,
base curve = 8.5, diameter=14.2) were fitted on fourteen participants aged 22.12 ±
3.53 years (mean corneal curvature = 7.760 ± 0.11mm). Autorefraction (KR-8100P)
was conducted at baseline, without contact lens wear, and during contact lens
wear; the latter condition was analysed after –3.00 D compensation.
Results:
The measured residual refractive errors were significantly (p<0.05) lower for the
hydrogel material (0.109 ± 0.248D) than the silicone hydrogel (0.220 ± 0.295D).
Conclusions:
The study showed that different materials with different modulus could have
different effect on refraction. This finding may be explained by lower modulus
hydrogel contact lenses being more closely aligned with the corneal surface
curvature than higher modulus materials, hence higher modulus materials such as
the silicone hydrogel lens could yield greater residual refractive error. Therefore
care must be taken when prescribing or altering the lens material for a contact
lens patient.

발 표 자 : 정예린, 전화번호 053-850-2550, yeerin777@gmail.com
교신저자 : 추병선, 전화번호 053-850-2553, bschu@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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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61>

분과 - B30

안경렌즈용 김서림 방지용품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조현구, 이지현, 장주혜, 안수열, 염서영, 박경희, 김현진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안경렌즈에 사용되는 김서림 방지용품의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방법:
안경착용자 90명(남 47명, 여 43명)을 대상으로 김서림 방지용품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
다. 설문 문항은 안경 착용 시 김서림으로 인한 불편감, 김서림 방지용품의 필요성 및 인지도
와 사용 경험 및 만족도, 선호도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인지도와 사용 경험은 중복
응답을 가능하게 하였다. 설문결과는 SPSS 23.0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나타내었다.
결과:
안경 착용 시 김서림으로 인한 불편의 정도는 ‘항상 있음’ 34%, ‘자주 있음’ 39%로 대부분
의 응답자가 안경 착용 시 김서림으로 인한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편감의 평
균 점수는 2.83점이었다. 김서림 방지용품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는 ‘그렇다’가 8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서림 방지용품 종류 중에 높은 인지도를 가지는 것은 ‘김서림방지 안경수
건’ 38%, ‘김서림방지 스프레이’ 31% 순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사용 경험을 가지는 것도 ‘김
서림 방지 안경수건’ 56%,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 31%로 나타났다. 김서림 방지용품의 만족
도는 안경수건에서 가장 많은 효과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 점수에서는 김서림 방
지 스프레이, 김서림 방지 안경수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림 방지용품의 선호
도는 김서림 방지 안경수건 41%, 김서림 방지 마스크 25%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 김서림 방지용품의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서림 방지용품 중 안
경수건과 스프레이의 인식도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서림으로 인한 불
편감 저하를 위해 김서림 방지 안경수건 및 스프레이의 사용을 권할 수 있으며, 이는 김서림
방지용품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조현구, 031-612-9280, yuio1991@gmail.com
교신저자 : 김현진, 031-612-9283, hjkim@kook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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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62>

분과 - B31

COVID-19 대유행 감염 예방을 위한 콘택트렌즈의 관리에
관한 연구
장기군, 김세진, 김효진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COVID-19 대유행 중 안경사들의 COVID-19와 관련된 콘택트렌즈 감염 예방을 위한
지식 및 관리 교육의 실천 정도를 조사하여 올바른 감염 예방 관리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안경원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123명의 안경사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95±7.03세로 여자가 47명이었다.

설

문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COVID-19 대유행 감염 예방을 위해 콘택트렌즈
착용 시 관리 및 세척에 관한 지식과 관리 교육의 실천 정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COVID-19 대유행 동안 근무중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COVID-19 대유행 동
안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답한 경우는 23명 (18.7%) 이었다. COVID-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고객 응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보를 얻거나 교육을 받은 경험은
67명(54.5%)이었다. COVID-19 예방을 위한 관리 실천 12 항목은 0-3점까지 조사하였고,
‘콘택트렌즈의 착용 교육 전에 손씻기 위생규칙을 지킨다’는 평균 2.64점으로 철저히 지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잠을 자지 않도록 교육한다’와 ‘일회용 콘
택트렌즈를 다음날 연속하여 착용하지 않도록 교육한다’는 각각 2.68점과 2.69점으로 모두 높
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독감, 발열, 기침, 기타 몸이 아프면 콘택트렌즈 착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교육하였다’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점수(1.71점)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경사의 콘택트렌즈와 관련된 지식과 실
천 정도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COVID-19와 관련된 세부 지침을 안내하고, 감염성 관련 올
바른 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장기군, rr0712@naver.com
교신저자 : 김효진, 041-550-2841, khj@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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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63>

분과 - B32

색상 진단 검사 기기를 활용한
자각적 컬러 비교분석
장지희, 임현성
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컬러 필터 렌즈에 관련된 선행 논문들의 결과와 비교하여 눈에 가장 편한 색
상이 무엇인지 검사하고, 각자에 적합한 컬러 필터를 사용한 필터 사용 전․후 자각적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방법: 양안시 이상이 없고 안질환이 없는 20대 10명(남자 4명, 여자 6명)을 대상으로 완전교
정 상태에서 가장 편한 색상을 찾는 검사를 진행하였고, 색상 진단 검사는 비젼 E 테크
(Vision E Tech, VOM Optics, KOREA)와 컬러필터지(Colour Filter, Colour2read Ltd,
UK)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색상 중 글씨가 가장 편하게 보이는 색상을 선택하였다.

결과: 5가지(옐로우, 그린, 브라운, 블루 그레이) 색상을 여러 농도에 따라 총 15가지 색상으
로 측정하였다. 비젼 E 테크 검사 결과 대상자 5명(50%)가 그린 계열 색상, 3명(30%)가 그레
이 계열 색상, 2명(20%)가 옐로우 계열 색상을 선택하였다. 색채검사지를 활용하여 검사한 결
과 대상자 4명(40%)가 그린 계열 색상, 3명(30%)가 옐로우 계열 색상, 2명(20%)가 그레이 계
열 색상, 1명(10%)가 블루 계열 색상을 선택하였다. 또한 대상자 7명(70%)이 각자에 적합한
컬러 필터 렌즈 사용 전, 후 비교 결과 글씨가 더 선명해졌다고 대답하였다. 두 가지 검사 방
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사람이 4명(40%)로 나타났으며, 선행 논문들의 결과와 달리 두 가지
검사 모두 그린 계열 색상의 선택이 가장 많았고, 각자에 적합한 컬러 필터를 사용했을 때 글
씨의 선명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현재 컬러 필터 렌즈에 관련된 효과성에 대하여 검증되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선행 연
구 결과가 미흡하고, 최근 블루라이트 광과민성 자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컬러
필터 렌즈의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장지희, wkdwlgml4624@naver.com
교신저자 : 임현성, 031-740-7155, wisestar0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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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33

건성안에 대한 저함수 콘택트렌즈와 고함수 콘택트렌즈의
만족도 조사
임승현, 박준우, 장재완, 최경한, 이인석, 조은솔, 조인영, 박하연, 유근창
동신대힉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건성안에게 저함수 콘택트렌즈와 고함수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과 자각적

만족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자 선정은 안과질환 및 전실질환이 없고 시기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건성안 선정은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건성안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저함수 콘택트렌즈와 고함수 콘택트렌즈의 함수율은 동일한 조건의 파라메타의
함수율이 각각 38%와 59%의 렌즈를 사용하였으며, 각각 주 5일씩, 하루 8시간 이상 착용 한
후 교정시력, 착용감, 이물감, 충혈, 작열감, 눈부심, 눈시림, 건조감 등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결과: 조사 결과 교정시력은 두 렌즈 모두 8점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착용감과 이물감은 저함
수 렌즈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충혈, 눈부심, 눈시림, 건조감은 고함수 콘택트렌즈가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 저함수 콘택트렌즈 (55%), 고함수 콘택트렌즈(45%)로
저함수 콘택트렌즈를 고함수 콘택트렌즈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건성안은 콘택트렌즈 선택 시 고함수 콘택트렌즈보다 저함수 콘택트 렌즈를 더 선호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 표 자 : 임승현, 010-6613-8835
교신저자 : 유근창, 010-8679-7800, gcryu@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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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34

Decentration of contact lenses with different material
of contact lenses on flat cornea during primary gaze
Yee-Rin Jung, Byoung-Sun Chu
Dep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Purpose:
To compare the effect of two different materials of contact lenses on centration
and decentration during primary gaze when persons with demographically “flat”
corneas.

Methods:
Fifteen participants with “flat” corneas (mean corneal curvature = 8.37 ± 0.11)
wore two soft contact lenses of the same design and base curve (9.0 mm),
differing only in material (hydrogel and silicone hydrogel lenses). Lens centration
was captured during primary gaze and decentration from centre of the pupil to
the centre of the contact lenses using a Slit-lamp (HS 5000, Huvitz, Korea) and
were measured using image program (Photoshop Pro)
Results:
Average decentration was 0.65 ± 0.08mm for hydrogel and 0.59 ± 0.09mm for
silicone hydrogel lens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ydrogel and
silicone hydrogel lenses (paired t test, p=0.105).
Conclusions:
Both contact lens materials had similar decentration despite being of different
modulus. Other factors, such as different diameter or base curve, may provide
better prediction for lens centration.

발 표 자 : 정예린, 전화번호 053-850-2550, yeerin777@gmail.com
교신저자 : 추병선, 전화번호 053-850-2553, bschu@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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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35

VR(Virtual Reality) 영상 시청 전·후 나안과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눈물막 파괴 시간 비교
길민지, 문세준, 홍소연, 성우석, 박상일, 강현구
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나안인 경우와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에 VR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기 전·후
눈물막 파괴시간(Non invasive tear film break-up time, NIBUT)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이 없는 나안시력이 1.0 이상의 20대 성인 14명(남: 5명, 여 :9명, 평균연령: 22
± 1.41 세)을 대상으로 건성안 진단 및 검사기기(IDRA, SBM, ITALY)를 사용하여 20분간
VR 영상 시청 전·후 나안 일 때와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최초 및 평균 눈물막 파
괴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최초 눈물막 파괴시간은 나안 일 때 VR 시청 전 4.85 ± 0.75 sec, 시청 후 5.06 ±
1.43 sec 이었고, 콘택트렌즈 착용한 상태 일 때 시청 전 4.71 ± 1.22 sec, 시청 후 4.65 ±
0.98 sec로 VR을 시청하기 전·후의 나안과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최초 눈물막 파괴시간의 평
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 눈물막 파괴시간은 나안 일 때 VR 시청 전 9.04 ±
2.07 sec, 시청 후 9.67 ± 3.77 sec으로 증가하였으며, 콘택트렌즈 착용한 상태 일 때 시청
전 8.90 ± 3.47 sec, 시청 후 8.24 ± 2.76 sec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안인 경우에는 VR영상 시청 전·후 최초 및 평균 눈물막 파괴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콘택트렌즈 착용 상태 일 경우엔 평균 눈물막 파괴시간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001)
결론: VR을 통해 20분 정도의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나안에서는 눈물막 파괴시간이 큰 변화
를 보이지 않았으나,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평균 눈물막 파괴시간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따라서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VR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주의가 요구된
다.

발 표 자 : 길민지, +82-10-9523-6778, esther_7_1@naver.com
교신저자 : 강현구, +82-33-649-7375, hgkang@c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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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36

소프트 렌즈 재질에 따라 눈물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재민1,2, 이군자2, 임현성2
1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Optometry, Ketchum University (SCCO),
2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 착용자와 본인이 평소에 착용하는 렌즈의 재질(하이드로겔, 실리콘 하이드로겔)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건성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눈물막(지질층)과 마이봄샘에 미치는 영
향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 및 전신질환이 없는 20대를 대상으로 17명씩 총 51명, 102안(남 13명, 여 38
명, 22.86±2.32세)을 검사하였다. 눈물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배제하기 위해 전날 수면
시간 및 음주 여부를 통제하였고,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 또는 좋은 날(0~80㎍/m³) 검사를 진
행하였다. 자가진단을 위해 안구표면질환지수(OSDI,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설문지
를 이용하였으며, 눈물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ARK(Auto Refr-Keratometer)를 이용하여 비
침습적눈물막파괴시간(NIBUT)과 세극등 현미경을 이용하여 침습적눈물막파괴시간(TBUT)을
측정하였다. LIPIVIEW IIⓇ(LipiViewⓇ Ocular Surface Interferometer, TearScienceⓇ,
Morrisville, NC, USA)와 Image J®(NIH, Bethesda, MD,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질
층 두께(LLT), 불완전 순목 비율과 마이봄샘의 손실도 및 기능을 평가하였고, ETDRS(Early
Treatment Diabetic Retinopathy Study) 시표를 통해 저, 고대비 시력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는 우, 좌안 따로 진행하였으며, 각 결과 값의 평균값을 양안 검사 값으로 결정하였다.
결과: 저 대비 시력, NIBUT, 전체 순목 횟수, MG Score, MG DropOut, MG 손실률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저대비

시력은

렌즈

비착용군

0.12±0.14,

착용군

0.04±0.08 LogMAR로 차이를 보였다(p=0.027). NIBUT와 전체 순목횟수(20초 기준)는 각각
3.39±0.87, 3.15±1.04, 2.58±0.82초와 11.56±4.86, 8.35±4.89, 7.09±3.25회로 안경, 하이
드로겔, 실리콘 하이드로겔 그룹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p=0.037, p=0.014). MG 손실률을 등
급화시킨 MG Score와 마이봄샘 1개 전체의 손실 개수를 등급화 시킨 MG DropOut 그리고
마이봄샘 전체 손실률인 MG 손실률은 각각 1.29±0.31, 1.38±0.38, 1.62±0.33 grade와
0.26±0.31, 0.35±0.46, 0.74±0.56 grade 그리고 28.62±5.88, 28.50±11.04, 37.00±9.34%
로 실리콘 하이드로겔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실리콘 하이드로겔 그룹의 대상자들이 타 그룹의 대상자들에 비해 렌즈를 착용해 온 기
간이 대체적으로 긴 편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렌즈 착용 기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이재민, woals46qks@naver.com
교신저자 : 임현성, 031) 740-7242, hsI@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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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37

Preparation of hydrogel contact lenses for
color blindness correction and evaluation
of optical and physical properties
Su-Mi Shin1, Min-Jae Lee2, Kyung-Mun Lee3, A-Young Sung1
1

Dep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2

Dept. of Optometry, Jeju Tourism University,

3

Devision of Research & Development, Vision Science Co., Ltd.

Purpose: Contact lenses for color blindness correction are widely used to improve
color discrimination of people with color vision deficiency.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optical and physical properties by manufacturing lenses for
color vision correction and general hydrogel lenses, respectively.
Methods: For polymer polymerization, Platinum Octaethylporphyrin and Reactive
Red 11 were used as coloring additives and copolymerized with 2-Hydroxyethyl
methacrylate and Methyl acrylate,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as a crosslinking
agent, and Azobisisobutyronitrile as an initiator.
Results: The hydrogel lens had a visible light transmittance of 92.09%, and a
transparent lens was prepared. The manufactured contact lens for color blindness
correction was found to have a red center with an optical diameter of 6 mm, and
the visible light transmittance was 45.16%. In addition,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water content and refractive index, it was found that the contact lens for
color blindness correction satisfies the physical properties of a general hydrogel
contact lens. However,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wettability, it was found that
the contact lens for color blindness correction was about 7±2°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hydrogel lens.
Conclusions: The contact lenses for color blindness correction manufactured
through this study were found to satisfy basic physical properties, but they did
not meet the standard specifications of general contact lenses because the pupil
center was colore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revise the relevant standards so that the measurement methods and standards for
contact lenses for color blindness correction can be defined differently from those
of general contact lenses.
Presenter : Su-Mi Shin, +82-53-850-2554, soomi8712@naver.com
Co-author : Min-Jae Lee, +82-64-750-3527, tomssamac@naver.com
Co-author : Kyung-Mun Lee, +82-53-857-3578, sinbiro@visionscience.co.kr
Corresponding author : A-Young Sung, +82-53-850-2554, say123s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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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B38

중년안의 안구 코마수차와 구면수차 분석

임동규1, 김대영2, 이군자1
1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2자이스 비전 센터

목적: 40-50대의 중년층에서 연령, 굴절이상도, 각막굴절력, 동공크기, 동공중심 이동이 수평
및 수직 코마수차와 구면수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양안 교정시력 18/20, 안과질환이 없고, 각막굴절교정술 경험이 없는 40-50대 중년층
400명을 대상으로 암소시(Scotopic, 0 lx) 상태에서 I-Profilerplus(Zeiss, Germany)를 사용하
여 수평 및 수직 코마수차와 구면수차, 굴절이상도, 각막굴절력, 동공크기, 동공중심 이동을
측정하고 코마수차와 구면수차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40-50대 중년안의 수평 및 수직 코마수차는 0.039±0.026, 0.040±0.026 ㎛이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동공이 작을수록, 동공중심이동량이 귀방향으로 클수록 수평 코마수차가 양
(+)의 방향으로 증가하였고, 동공중심이동량이 위쪽 방향으로 클수록 수직 코마수차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였다(all, p<0.001). 또한 코마수차는 SE(spherical equivalent refractive
errors)가 음(-)의 방향으로 증가할수록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였다(p<0.001). 중년안의 구
면수차는 0.050±0.091 ㎛이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동공크기가 작을수록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였고(all, p<0.001), SE가 음(-)의 방향으로 증가할수록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p<0.001).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여러 요인에 따른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해본 결과 수평
및 수직 코마수차는 연령(B=0.719, B=0.592), 동공중심이동(B=0.563, B=0.381) 순으로 영향
력이 컸으며, 구면수차는 연령(B=-0.669), 동공크기(B=0.456)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결론: 40-50대의 중년층의 수평 및 수직 코마수차와 구면수차는 연령, 굴절이상도, 각막굴절
력, 동공크기, 동공중심이동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 중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코
마수차의 경우에는 동공중심이동, 구면수차는 동공크기가 연령 다음으로 영향력이 컸다. 따라
서 코마수차와 구면수차를 제어한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를 설계할 때 우선적으로 연령층을
고려하고 코마수차는 동공중심이동, 구면수차는 동공크기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발 표 자 : 임동규, +82-10-6293-8693, ddongkyu_91@naver.com
교신저자 : 이군자, +82-31-740-7182,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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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70>

분과 - B39

Multifunctional Smart Contact Lens: from tear protein
adsorption to pH-responsive drug delivery
Hyeonah Lee1, Guenhei Kim2, Hyeran Noh1,3
1

Dep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Dept.

of R&D Center, Interojo INC, 3Convergence Institute of Biomedical Engineering and
Biomaterial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rpose: Drug delivery contact lenses can be adjusted by external ionicity, that is,
changes in the pH of tear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some eye diseases. We
tried to prove that the tear pH affects the conjugation between the materials of
the hydrogel contact lens such as swelling, and that the change in the bonding
structure is related to the drug release in the contact l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accurately control released contact lenses for the
treatment efficiency by investigating the drug release pattern according to the pH
change of tear protein by manufacturing hydrogel contact lenses with different
ionic properties.
Methods: Hydrogel contact lenses were synthesized by mixing the cationic polymer
NIPAAm and the anionic polymer VP in HEMA each ratio. Drug contact lenses
were prepared by soaking in 1% HPMC drug solution for a predetermined time.
Water content measurement and drug release experiment were performed using
the synthesized lens, and in release experiment, the absorbance (290 nm) of the
HPMC drug released as an external solution from 1 hour up to 12 hours was
measured using a UV-Vis spectrophotometer.
Results: The moisture content showed the opposite pattern depending on the
charge state of the albumin and lysozyme solutions, especially in the case of
poly(HEMA) 100 wt% lenses without ionic groups (-VP, -NIPAAm) copolymerized in
the albumin solution,

the water content was increased up to 13.22%. Drug release

was also combined with the ionic of hydrogels in albumin and lysozyme solutions
for 12 hours, showing opposite drug release patterns, respectively.
Conclusions: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drug release tendency of delivered in
contact lenses is related with the pH change of tear. The ionicity of contact lens
and tear protein are affected by the pH environment, and that influence with
protein adsorption on surface, which may change the release mechanism of the
drug. Therefore, it will be possible through this study that prediction of accurate
drug delivery amount and utilization of therapeutic drug delivery contact lenses in
the tear where the pH changes because of eye diseases.
발 표 자 : 이현아, 02-970-6225, gusdk1910@seoultech.ac.kr
교신저자 : 노혜란, 02-970-6231, hrnoh@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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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 71>

분과 - B40

초기 노안에서 중심부 근용 멀티포컬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 시 코마수차와 구면수차의 변화
장효승1, 이군자1
1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목적: 전면 비구면 디자인의 노안용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는 음(-)의 구면수차를 생성하도록
디자인하여 가입도 효과를 생성하고, 다양한 도수분포를 갖고 있어 착용 시 광학부가 시축을
벗어나면 코마수차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멀티포컬 콘택트렌즈의 광학적 특성은 착용자
눈의 수차와 콘택트렌즈의 피팅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노안
을 대상으로 비구면 멀티포컬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 후 시력의 질에 영향을 주는 코마수차
와 가입도 효과에 영향을 주는 구면수차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비구면 디자인의 Dailies Total 1(Alcon, USA) 단초점 콘택트렌즈 착용자 중 초기 노
안 근시안(-2.00~-4.25 D) 7명(평균연령 40.56±3.21세, 36~45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굴절이
상도는 Auto-Phoropter (HRT-7000, Huvitz,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콘택트렌즈 착
용 전과 후에 시력과 고위수차는 Auto-Phoropter(HRK-8000-A, Huvitz,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는 중심근용 디자인의 Dailies Total 1 Multifocal(Alcon,
USA)을 사용하였으며,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는 착용 후 일주일 동안 적응하도록 한 후 검사하
였다.
결과: 대상자의 교정굴절력은 –3.37±1.68 D으로, 콘택트렌즈로 굴절이상이 교정되어 나안 상
태에서 –1.564±0.108 ㎛였던 Defocus는 단초점콘택트렌즈 착용 시에는 0.284±0.103 ㎛,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착용 시에는 0.016±0.098 ㎛로 모두 감소하였다. 수직과 수평 코마수차
는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착용 후에는 각각 0.008±0.072 ㎛, 0.076±0.021 ㎛로 나안상태
(0.061±0.007 ㎛, -0.002±0.001 ㎛)보다 수직 코마수차는 감소하였고, 수평 코마수차가 양
(+)의 방향으로 증가하였으며, 단초점 콘택트렌즈 착용 시(0.035±0.034 ㎛)보다 그 양이 더
많았다. 구면수차는 나안 상태에서 모두 양(+)의 값(0.083±0.003 ㎛)을 보였고, 멀티포컬 콘
택트렌즈 착용 후에는 0.079±0.005 ㎛로 나안 상태 및 단초점 콘택트렌즈 착용 시
(0.097±0.003 ㎛)보다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였지만 (p=0.003, p=0.001) 여전히 양(+)의 값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피팅 시 centration을 잘 유지하였음에도 착용 후 수평코마수차
가 증가하여 시력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상자가 모두 양(+)의 구면수
차를 갖고 있어 콘택트렌즈에 의해 생성되는 음(-)의 구면수차가 상쇄되어 가입도 효과가 감
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 표 자 : 장효승, 02-487-4118, glasses4014@naver.com
교신저자 : 이군자, 031-740-7182, kjl@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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