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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각막곡률계를 이용하여 비접촉식으로 안경렌즈의 곡률반경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한

다. 방법: 각막곡률계의 전면부에 −9.50 D ~ −11.50 D의 시력검사용 시험렌즈를 부착한 후 안경렌즈를 각막곡률계

의 전면부에서 약 25 cm 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안경렌즈의 위치를 조금씩 변경시키며 선명한 마이어상을 관

찰하여 곡률반경을 측정한 후, 구면계를 이용하여 곡률반경의 보정공식을 만든다. 결과: 전면부에 시험렌즈를 부착

한 각막곡률계를 이용하여 곡률반경 측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측정한 곡률반경은 구면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정값으로 변환 되었으며, 보정값을 만드는 직선의 방정식 5가지를 얻었다. 임의의 여러 가지 렌즈들을 전면부에

시험렌즈가 부착된 각막곡률계로 측정한 후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3.5% 미만의 오차로 측정이 가

능함을 알았다. 결론: 전면부에 시험렌즈를 부착한 각막곡률계를 이용하여 비접촉식으로 안경렌즈의 곡률반경을 측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정확도는 렌즈메져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각막곡률계, 안경렌즈, 곡률반경, 보정공식, 비접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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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안경렌즈는 비점수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안경렌즈의 전

면곡률이 특정한 값을 가지도록 설계 한다.[1,2] 그러나 미

용상의 이유,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회사마다 안경렌즈의

전면곡률은 다양하게 나타난다.[2-5] 굴절률이 다르거나 제

작회사가 다르면 같은 굴절력을 가지더라도 전면의 곡률

이 다르며,[2] 전면의 곡률이 달라지면 상면의 착란원 크기

가 달라진다.[6] 그러므로 굴절력이 높은 안경렌즈를 교환

할 때 또는 굴절력에 변화를 줄 때 전면의 곡률이 이전에

착용했던 안경렌즈와 달라지면 환자가 약간의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안경원에서 안경렌즈를 교환 할 때 환자가 가

지고 온 안경렌즈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안경렌즈로 교환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환자가 가지고온 안경렌즈

의 굴절률과 곡률반경을 알아야 적절하게 유사한 렌즈로

교환해 줄 수가 있다. 대부분의 환자는 굴절률이나 곡률반

경을 알지 못하므로 상황에 따라 렌즈의 굴절률이나 곡률

반경을 측정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 때 곡률반경의 측정은

구면계(spherometer)나 렌즈메져(lens measure) 같은 장비

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면계는 발과 발 사

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작은

크기의 안경렌즈를 측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여기에 덧

붙여서 토릭렌즈인 경우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

고 있다.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렌즈메져의 경우는 토

릭렌즈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경선의 방향이 기

울어져 있을 경우 그 방향을 잡는데 다소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안경렌즈에 장비를

접촉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안경렌즈에 스크래치를 발

생시키거나 코팅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 또한

측정 시 렌즈메져를 조금이라도 기울여서 측정하게 되면

정확한 곡률반경을 측정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렌즈메져가 안경렌즈의 곡률반경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접촉식으로 곡률반경을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면 더욱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어 각막곡률

계(keratometer)를 이용하여 안경렌즈의 곡률반경을 측정

하는 방법을 조사하고자 한다.

각막곡률계는 각막전면의 곡률반경을 측정할 때 사용되

는 기기이다. 각막곡률반경 측정은 콘택트렌즈를 피팅 하

거나,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해 각막에 변화가 생겼는지

알기위해 실시한다. 또한, 하드콘택트렌즈 및 소프트 콘택

트렌즈 후면의 곡률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도 사용한다.[7]

각막곡률계는 각막의 반사성질을 이용하여 각막전면의

곡률반경을 측정한다.[8] 이러한 빛의 반사성질은 안경렌즈

*Corresponding author: Jung Won Cha, TEL:+82-31-870-3434, E-mail: jwcha@shc.ac.kr

<초청논문>



128 차 정 원

Vol. 17, No. 2, June 2012 J. Korean Oph. Opt. Soc.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안경렌즈에서도 각막곡률계

를 이용하여 곡률반경을 측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경렌즈에 의한

마이어상(mire image)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측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안경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

는 각막곡률계를 이용하여 비접촉식으로 안경렌즈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측정정밀도에

관하여 조사하여 보고자 한다.

실험방법

각막곡률계는 장치의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마이어

(mire)를 각막전면에 반사시켜 결상된 마이어 상의 크기를

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곡률반경으로 환산하는 원리

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된다.[7] 

각막과 마이어 사이의 거리가 대략 15 cm 라고 할 때

배율은 대략 m ≒ 0.03 부근의 값을 가지므로 각막에 반

사된 마이어상의 크기는 매우 작다.[7] 이러한 각막곡률계

를 이용하여 안경렌즈의 곡률반경 측정을 시도하게 되면,

안경렌즈의 곡률반경(50 mm ~ 200 mm)이 장치의 원래

목적인 인체의 각막 전면의 곡률반경(수 mm) 보다 매우

커서 안경렌즈 전면에 의하여 반사된 마이어상의 크기는

각막곡률계의 곡률반경 측정범위(6.0 mm ~ 9.5 mm)를 넘

어서게 되므로 측정이 불가능 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안경렌즈에서 반사된

마이어상을 현미경의 접안렌즈를 통하여 관찰할 때 눈에

보이는 크기가 각막의 곡률반경을 측정할 경우와 같이 작

게 관측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경렌즈 전면에 의한 마이어

반사상의 크기가 장치의 측정범위 이내로 작게 관측되도

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고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추론 순서에 의하여 고안되었다.

1. 각막곡률계 접안렌즈의 초점거리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2. 각막곡률계 내부의 현미경의 배율은 대물렌즈에 의한

배율과 접안렌즈에 의한 배율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8]

3. 구면에서의 반사는 물체가 멀리 있을수록 상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물체역할을 하는 마이어(mire)와 안경렌즈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한다. 즉, 안경렌즈의 위치를 평소

에 각막을 측정하는 위치보다 멀리 두고 측정한다.

4. 안경렌즈에 반사된 마이어상은 현미경의 대물렌즈에

서 물체역할을 하므로 마이어상이 현미경의 대물렌

즈에서 멀리 있을수록 대물렌즈의 배율은 작아진다.

5. 마이어상이 현미경의 대물렌즈에서 멀어지면 현미경

의 대물렌즈에 의한 중간상의 위치가 바뀌게 되어 접

안렌즈로 관찰할 수가 없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물렌즈 앞쪽에 적당한 굴절력의 (−)렌즈를

추가하게 되면 현미경 대물렌즈의 굴절력이 약해지

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중간상의 위치가 변화되지 않

으면서 안경렌즈를 멀리 두고 측정할 수 있고 이는

대물렌즈의 배율이 작아지면서 접안렌즈에서 마이어

상을 잘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대물렌즈의 배율이 작아지면 현미경의 배율이 작아지

므로, 각막곡률계 접안렌즈에서 관찰되는 마이어상의

크기가 각막곡률반경을 측정할 때만큼 작게 관측될

수 있으므로, 바이프리즘에 의하여 이중화된 마이어

상의 끝점(+ 또는 −기호)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는 안경렌즈의 곡률반경을 각막곡률계로 측

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단, 각막곡률계로 곡률반경을 측정할 때의 눈금은 추

가된 (−)렌즈로 인하여 기기의 조건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보정하여야 한다.

8. 각막곡률계의 눈금을 보정하는 방법으로는 곡률반경

을 잘 알고 있는 안경렌즈들을 측정하여 눈금의 수치

를 다시 보정해 놓으면, 곡률반경을 모르는 안경렌즈

의 곡률반경을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기의 순서에 의하여 추론한 것을 간단하게 다시 표현

하면 “각막곡률계 내부의 대물렌즈 앞에 적당한 (−)렌즈

를 둔 채로 안경렌즈의 곡률반경을 측정하면 측정이 가능

할 것이다” 이다.

이러한 추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1. Fig. 1(a)와 같이 각막곡률계(Inami, Japan)의 전면부

에 마이어를 가리지 않도록 하면서 (−)굴절력의 굴절

검사용 시험렌즈(K-350A Trial lens set, Inami, Japan)를

투명테이프로 부착한 후 안경렌즈를 Fig. 1(b)에서와

같이 마이어에서 약 25 cm 떨어진 곳 부근에 두고 거

리와 높이를 조금씩 조정하여 마이어상이 선명하게

관측되는지를 조사하였다. 

2. 다양한 크기의 곡률반경을 가지는 안경렌즈를 측정하

기 위하여, 굴절검사용 시험렌즈의 굴절력을 여러 가

지로 변화시켜가면서 조사하였다. 

3. 각막곡률계에 있는 각막곡률반경 측정용 눈금을 안경

렌즈에 맞게 보정하기 위하여 0 D(n=1.56, KOREA),

±1.0 D(n=1.56, CHINA), +1.5 D(n=1.50, CHINA), −2.0

D(n=1.56, CHINA), +2.0 D(n=1.50), +2.5 D(n=1.50),

+3.0 D(n=1.50), −3.0 D(n=1.56, CHINA), +5.0 D(n=1.56,

KOREA), −6.0 D(n=1.60, JAPAN) 의 굴절력을 갖는

안경렌즈를 선택하여, 각각의 렌즈에 대하여 렌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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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JCB-1, China), 구면계(SG-5100, Segye Science,

Korea), 각막곡률계(Inami, Japan)를 이용하여 안경렌

즈 전면의 곡률반경을 측정하였다. 

4. 각막곡률계에서 읽어진 눈금과 구면계에서 읽어진 눈

금을 비교하여 각막곡률계의 각막곡률반경 측정용

눈금을 안경렌즈 측정용 눈금으로 보정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였다. 

5. 안경렌즈 측정용으로 보정된 눈금을 이용하여 임의로

선택된 다양한 렌즈의 곡률반경을 렌즈메져, 구면계,

보정된 각막곡률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측정값을

비교분석 분석하였다.

결 과

Fig. 2와 같이 각막곡률계의 전면부에 마이어를 가리지

않도록 하면서 −10.00 D의 굴절검사용 시험렌즈를 투명테

이프로 부착한 후 굴절력 −1.00 D의 안경렌즈를 마이어에

서 약 25 cm 떨어진 곳 부근에 두고 위치를 조금씩 조정

하여 마이어상이 선명하게 관측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Fig.

1(b)와 같이 마이어와 안경렌즈 사이의 거리가 약 25 cm

일 때 Fig. 2와 같이 적당한 크기의 선명한 마이어상을 관

측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이어와 안경렌즈사이의 거리는 각

막곡률계 앞에 부착한 시험렌즈의 굴절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실험방

법에서 추론한 가정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각막곡률계를 이용하여 안경렌즈 곡률반경을 측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각막곡률계의 마이어 상을 관찰할 때 안경렌즈

전면부에 의한 반사상과 후면부에 의한 반사상 2개가 겹

쳐 나타나게 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를 구분하는 방

법은 (−)렌즈의 전면부를 정면으로 하여 측정할 때는 전면

부의 곡률반경이 후면부의 곡률반경보다 커서 마이어상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두개의 마이어상 중 큰 쪽이 전면부

의 마이어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 렌즈의 전면부를 정

면으로 하여 측정할 때는 전면부의 곡률반경이 후면부의

곡률반경보다 작아서 마이어상이 더 작게 나타나므로 두

개의 마이어상중 작은 쪽이 전면부의 마이어상임을 알 수

있다.

상기의 방법으로 측정한 각막곡률계 눈금부는 넓은 범위

의 곡률반경을 측정하기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보정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보정방법을 선택하였다.

 첫째, 안경렌즈의 곡률반경이 안구각막의 곡률반경보다

상당히 크므로 각막곡률계로 안경렌즈의 곡률반경을 측정

할 때는 마이어상의 크기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Fig. 1. (a) Trial lens which is attached in front part of keratometer,

(b) Eye glasses lens is set with keratometer for

measurement of radius of curvature.

Fig. 2. Mire image while measuring radius of curvature of eye

glasses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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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측정을 위해 측정방법을 약간 변경하여 마이어상

의 축소효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기존의 마이어상의 측정

은 Fig. 3(a)에서와 같이 원 바깥에 있는 + 혹은 − 부호가

일치하도록 하여 곡률반경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

기에서는 Fig. 3(b)에서와 같이 마이어상의 두 원의 끝점

이 일치하는 곳에서 곡률반경을 측정하여 마이어상의 크

기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각막곡률계의 전면부에 부착하는 굴절검사용 시

험렌즈를 −9.50 D에서 −12.00 D까지 0.50 D간격으로 변

화시키면서 각막곡률계의 눈금부를 조사한 결과 안경렌즈

전면부의 곡률반경에 따라 측정 가능한 범위가 달리 존재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안경렌즈의 곡률범위

에 따라 다른 굴절력의 시험렌즈를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각막곡률계의 전면부에 −9.50 D에서 −11.50 D까지 0.5

D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굴절검사용 시험렌즈를 부착한

후, 각막곡률계의 눈금을 안경렌즈에 맞게 보정하기 위하

여 0 D, ±1.0 D, +1.5 D, ±2.0 D, +2.5 D, ±3.0 D, +5.0 D,

−6.0 D의 굴절력을 갖는 안경렌즈를 선택하여, 각각의 렌즈

Fig. 3. (a) Established method for measuring radius of curvature by keratometer (b) Modified method for measuring radius of

curvature of eye glasses lens by keratometer.

Table 1. Radius of curvature of the first surface of eyeglasses lens

Measurement by “lens measure (1.53)” Measurement by keratometer
Measurement by spherometer 

(leg distance :50 mm)

Power of 

eye-glasses 

lens(D)

Power of the 

first refractive 

surface (D)

Radius of 

curvature of 

the first

surface (mm)

Attached trial 

lens(D)

Radius of 

curvature of 

the first 

surface (mm)

Attached trial 

lens(D)

Radius of 

curvature of 

the first 

surface (mm)

Hight(mm)

Radius of 

curvature of 

the first 

surface (mm)

−6.00 +2.50 212 −11.50 9.41 1.759 233.0

−3.00 +2.30 230 −11.50 9.44 1.785 234.3

−2.00 +2.75 193 −11.50 8.17 −11.00 8.97 2.115 198.1

−1.00 +3.50 151 −11.00 8.15 2.495 168.3

0.00 +4.30 123 −10.50 8.5 −11.00 6.54 3.295 128.1

+1.00 +5.20 102 −10.50 7.03 4.115 103.3

+2.00 +5.30 100 −10.50 7.07 −10.00 8.36 4.135 102.8

+2.50 +4.75 112 −10.00 9.16 3.65 116.0

+1.50 +6.15 86 −9.50 9.43 −10.00 7.36 4.755 90.0

+3.00 +7.20 74 −9.50 7.98 5.815 74.6

+5.00 +6.90 77 −9.50 8.44 5.555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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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렌즈메져와 각막곡률계 그리고 구면계를 이용하

여 안경렌즈 전면의 곡률반경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얻

어진 값을 데이터화 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얻었다.

Table 1에서 곡률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영역에 갭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렌즈를 교환하여 부착할

때는 동일한 안경렌즈에 대하여 교환 전 시험렌즈에 의한

측정과 교환 후 시험렌즈에 의한 측정 2가지를 수행 하였

으며 2가지로 측정되지 않은 곳은 빈칸으로 나타내었다.

각막곡률계의 측정원리로 인하여 각막곡률반경은 마이

어상이 형성되는 배율에 선형으로 비례하므로[7] 각막곡률

계의 측정용 눈금간격 또한 선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

로 Table 1을 이용하면 각막곡률계의 전 눈금범위에 걸쳐

보정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해낼 수 있다. 

1) −11.50 D를 부착하였을 때

   (1)

2) −11.00 D를 부착하였을 때

   (2)

3) −10.50 D를 부착하였을 때

   (3)

4) −10.00 D를 부착하였을 때

   (4)

5) −9.50 D를 부착하였을 때

   (5)

여기서, x는 각막곡률계 측정값, y는 보정된 안경렌즈 곡

률반경

각막곡률계에 1)~5)중 적절한 시험렌즈를 부착하여 마

이어상이 선명하게 관측되면 곡률반경을 측정 한 후 상기

의 식 (1)~(5)를 이용하여 환산하게 되면 각막곡률계는 안

경렌즈의 곡률반경을 측정하는 기기로 전환될 수 있다.

고 찰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각막곡률계를 이용하여 안경렌즈

전면의 곡률반경을 측정한 결과가 올바른 곡률반경을 측정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의 여러 가지 렌즈들

의 곡률반경을 보정된 각막곡률계, 구면계, 렌즈메져를 이용

하여 각각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측정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면계로 측정한

안경렌즈 곡률반경값과 렌즈메져로 측정된 곡률반경 값의

최대 오차가 7.7% 인데 반하여, 구면계로 측정한 안경렌

즈 곡률반경값과 보정된 각막곡률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곡률반경값이 약 3.5% 미만의 오차범위에서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각막곡률계를 이용하여 안경렌즈의

곡률반경을 비접촉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y 28.504x 34.8–=

y 28.807x 60.4–=

y 17.692x 22.3–=

y 14.444x 16.3–=

y 10.621x 10.2–=

Table 2. To compare radius of curvature of eyeglasses lens by using lens measure and spherometer with radius of curvature by

using keratometer which is calculated from conversion formular. The radius of curvature by “lens measure” different from

“spherometer” about 7.7% in −5.25 D lens, but radius of curvature by “Keratometer” have error ratio below 3.5% in all lens

Refractive power 

of eyeglasses 

lens(D)

 Lens measure Keratometer Spherometer (leg distance : 50 mm)

Refractive power 

of first surface 

(D)

Radius of 

curvature

(mm)

Refractive power 

of trial lens 

which is attached 

in front part(D)

Measured 

data(mm)

Radius of curvature 

from conversion 

formular (mm)

Hight(mm)

Radius of 

curvature

(mm)

−5.25 +2.9 182.8 −11.00 8.76 192.0 2.115 198.1

−4.50 +3.7 139.5 −11.00 7.32 150.5 2.695 153.3

−3.50 +2.6 203.9 −11.50 8.80 216.0 1.92 218.0

−2.25 +4.0 135.9 −11.00 6.69 132.3 3.08 136.8

−1.50 +2.6 203.9 −11.50 8.42 205.2 2.02 207.3

−0.25 +5.5 96.4 −10.00 7.95 98.5 4.32 98.6

+0.75 +5.0 106.0 −10.00 8.64 108.6 3.195 108.4

+1.25 +5.75 92.2 −10.00 7.58 93.2 4.595 93.0

+2.25 +7.9 67.1 −9.50 7.34 67.8 6.49 67.5

+3.50 +5.6 94.6 −10.00 8.01 99.4 4.405 96.8

+4.25 +8.25 64.2 −9.50 7.10 65.2 6.72 65.4

+5.75 +6.75 78.5 −9.50 8.52 80.3 5.395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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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막곡률게를 이용한 곡률반경의 측정은 큰 곡률

반경의 측정일수록 그 측정이 까다롭다.[9-11] Table 2에서

렌즈메져로 측정한 곡률반경은 구면계로 측정한 곡률반경

과 비교해 볼 때 곡률반경이 150 mm 이상의 큰 값을 가

질 때 다소 큰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렌

즈메져 보다 보정된 각막곡률계가 안경렌즈의 곡률반경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막곡률계는 난시가 있을 때 두 주경선을 모두 측

정할 수 있으므로, 토릭렌즈의 두 주경선 위치를 명확히

눈으로 보면서 곡률반경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렌즈메져

를 이용하여 토릭렌즈의 곡률반경을 측정할 때 보다 더

편리하고 더 정확하게 두 주경선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

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결 론

각막곡률반경을 측정하는 각막곡률계를 이용하여 안경

렌즈의 곡률반경을 비접촉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측정방법은 각막곡률계의 전면부에 굴절검

사용 시험렌즈를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5가지의 시험렌즈

를 사용하여 안경렌즈로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범위의 곡

률반경(70 mm ~ 240 mm)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그 측정

된 값으로 실제값을 구할 수 있는 환산식을 제시하였다. 

구면계로 측정한 안경렌즈 곡률반경값과 렌즈메져로 측

정된 곡률반경 값의 최대 오차가 7.7% 인데 비해 각막곡

률계로 측정한 값을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여

환산한 곡률반경 측정값은 구면계에 의한 측정값과 3.5%

미만의 오차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막곡률계를 이용

하여 비접촉식으로 안경렌즈의 곡률반경 측정이 가능하고,

렌즈메져로 측정한 경우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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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suring method in radius of eyeglasses lens curvature by

using keratometer in noncontact method. Methods: A trial lens for vision test in diopter range from −9.00 D to −

11.50 D were attached in front part of keratometer, after that we set eyeglasses lens at the place where eyeglasses

lens is apart about 25 cm from front position of keratometer. We measured the radius of curvature from

observation of clear mire image while the position of eyeglasses lens is changed in a small quantity. After that,

we made some formulas for compensation of radius of curvature by using spherometer. Results: The radius of

curvature was successfully measured by keratometer with trial lens in front part of it. The measured radius of

curvature was changed to compensation value using spherometer data, and the 5 kind of linear equation to make

compensation value was made. Any kind of lenses measured by using keratometer that trial lens was attached in

front part of it, after tha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ult of calculation from line equation is exact in error ratio

below 3.5%. Conclusions: It was confirmed that radius of eyeglasses lens curvature can be measured by using

keratometer by noncontact method, and the accuracy is higher than “lens measure”.

Key words: Keratometer, Eyeglasses lens, Radius of curvature, Compensation equation, Noncontact meth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