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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택트렌즈 착용 실태와 콘택트렌즈 보관용기의 관리 소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기도 지역 콘택트렌즈 
착용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자 안경원에 내원한 고객 중 설문에 응
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콘택트렌즈 착용 종류는 미용칼라 콘택트렌즈가 139명(5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이 177명(88.5%), 남성이 23명(11.5%)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를 같이 사용한 경험이 있냐는 설문
에 대한 응답은 37명(18.5%)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콘택트렌즈 보관 용기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교체하지 않는
다’라는 응답이 103명(51.5%)이었으며,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안경 사용률을 알아보기 위한 안경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
서는 ‘안경이 있다’라는 응답이 148명(74%))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택트렌즈 처음 착용 시기는 중학교가 127명(63.5%)으
로 가장 많았으며, 안경 처음 착용 시기는 초등학교 4-6학년이 65명(43.92%)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는 미용의 목적보
다는 시력교정을 위한 목적으로 눈의 건강상태에 맞는 콘택트렌즈 착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콘택트렌즈 착용자
의 정기 검사 및 올바른 콘택트렌즈 관리를 위한 안경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콘택트렌즈, 관리, 보관용기, 안경사용률, 안경사

Abstract  To investigate the wear status of contact lenses by analyzing care of contact lenses container and actual 
condition of people wearing contact lenses and in Gyeonggido. The results were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of 
200 people who are the students of the middle school, the high school  and the college among the clients of 
opticians to purchase contact lenses for six months from January 2013 to July 2013. According to the poll, the 
highest number of those polled, 139 (55.16%) people, said they were wearing cosmetic color contact lenses. Female 
respondents and male respondents were in the proportion of 177 (88.5%) to 23 (11.5%), respectively. 37 people 
(18.5%) who responded said “yes” to the question of them sharing contact lenses and glasses. 103 people (51.5%) 
answered "no" to the question of regularly replacing their lens containers. 148 people (74%) answered "yes" to the 
question of having glasses in order to investigate contact lens wearers user rate of glasses. The highest number of 
respondents, 127 people (63.5%), said "middle school" was the first time that they wore contacts. Meanwhile, 65 
people (43.92%) said they initiated wearing glasses at 4th-6th grades.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using 
proper contact lenses suitable for the clients' eye health in order of vision correction, rather than for cosmetic 
purposes. The role of the optician is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the appropriate 
contact lens hygiene and regular optical check-ups of the contact lens we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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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3년 한국 갤럽조사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시력 교정을 하여 안경만 사용하는 사람은 

40.1%, 콘택트 즈만 사용하는 사람은 1.0%, 안경과 콘

택트 즈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7.0%로 나타나 안경 

사용률은 47.1%, 콘택트 즈 사용률은 8.0%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안경사용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콘택트 즈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

으며, 특히 20  여성의 콘택트 즈 사용률이 34.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1].  

한, 매년  세계 시장의 콘택트 즈 경향을 분석하

여 발표하고 있는 콘택트 즈 스펙트럼에 의하면 콘택트

즈 착용자들의  세계 평균 나이는 31세, 한국의 평균 

나이는 26세이며, 한국(74%)과 국(76%), 만(77%) 등

에서 여성 착용자의 비율이  세계 평균(67%)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2].

이는 안경 사용률에 비하여 콘택트 즈 사용률이 매

우 낮음을 의미하며, 콘택트 즈 착용자의 한국 평균연

령이 낮은 것으로 볼 때 미용칼라 콘택트 즈의 착용 비

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안경 사용률과 비교하여 콘택트 즈 착용자 수가 

히 떨어지는 원인은 콘택트 즈 착용으로 인한 건조감 

때문이다. 이는 소 트 즈 착용자 뿐 아니라 RGP 즈 

착용자에서도 나타나는 흔한 증상으로 콘택트 즈 착용

을 포기해야 하는 원인으로 건조감이 해결되면 콘택트

즈 포기율이 낮아진다고 보고되어 있다[3,4,5,6].

소 트 콘택트 즈는 RGP 즈와 비교하여 친수성 재

질로 착용감이 뛰어난 장 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습윤

성과 낮은 산소 투과율로 인하여 안질환등의 여러 부작

용을 유발 할 수 있다. 이러한 소 트 콘택트 즈 착용으

로 인한 부작용은 콘택트 즈 재질이나 착용습 , 착용

빈도, 콘택트 즈 내의 미생물 부착정도  미생물의 종

류, 보 용기 자체의 미생물 오염, 리 방법, 리용품의 

소독력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단독 혹은 복합 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7]. 

콘택트 즈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잘못된 콘택트

즈 리, 불결한 생 상태나 즈 리용액  콘택트

즈 보  용기의 부 당한 소독이나 리용액에 의한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8]. 하지만 선행 콘택트 즈에 한 

연구는 즈의 임상 인 효과에 치 되어 있어 콘택트

즈 사용자들의 착용 실태나 콘택트 즈 보 용기 자체의 

리 소독에 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콘택트 즈 사용자들의 콘택

트 즈 착용 실태와 콘택트 즈 보 용기의 리 소독 

실태 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콘택트 즈 사용으로 인한 

콘택트 즈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2013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콘택트 즈를 가장 

많이 착용하는 10-20  연령을 상으로 실시하 다 . 조

사 상자는 학생 71명, 고등학생 61명, 학생 68명 이

었으며, 상자는 남자 23명, 여자 177명으로 상자의 

평균연령은 19.78±1.34이었다. 

조사 방법은 경기도 지역의 안경원에 내원한 고객  

안질환이 없는 콘택트 즈 착용자  성실히 설문에 응

한 응답자 200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 다. 

2.2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 빈도분

석을 실시하 다. 한, 문항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하

여 피어슨카이제곱 검증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여 유의성을 검증하 으며 유의 수 은   < 0.05 이하로 

하 다. 

  

3. 연구결과 

3.1 콘택트렌즈 종류 

콘택트 즈 종류는 복수 응답자를 포함한 총인원 252

명  미용칼라 콘택트 즈가 139명(5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 트 즈가 51명(20.24%), 일회용 즈가 33

명(13.097%), 연속착용 즈가 36명(6.06%), 소 트토릭

즈가 11명(4.37%), RGP 즈가 10명(3.97%), 실리콘 

하이드로겔 즈가 8명(3.17%) 순으로 나타났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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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Contact lens type

3.2 콘택트렌즈 착용 실태

콘택트 즈 착용실태를 알아보기 하여 콘택트 즈

를 같이 사용한 경험이 있냐는 설문에 한 응답자 200명 

 37명(18.5%)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63명(81.5%)으로 나타났다. 

한,  콘택트 즈 보  용기의 리 실태를 알아보기 

한 소독의 여부를 묻는 설문에 해서는 ‘소독을 한다’

는 응답이 149명(74.7%), ‘소독을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이 51명(25.5%)으로 나타났으며, 콘택트 즈 보  용기

의 교체 여부에 해서는 ‘교체한다’는 응답이 97명

(48.5%),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103명(51.5%) 이

었다[Table 1]. 

No.(%) Yes NO

Experience of sharing contact lens 37(18.50%) 163(81.50%)

Disinfection of lens container 149(74.70%) 51(25.50%)

Replacement of lens container 97(48.50%) 103(51.50%)

Contact Lens userers with glasses 148(74.00%) 52(26.00%)

Wearing glasses of father 69(46.62%) 79(53.38%)

Wearing glasses of mother 46(31.08%) 102(68.92%)

<Table 1> Survey on contact lens wear status

 

3.3 안경착용 유무 및 초기 착용시기

콘택트 즈 착용자 200명의 안경 사용률을 알아보기 

한 안경이 있는지에 한 응답에서는 ‘안경이 있다’라

는 응답이 148명(74%), ‘안경이 없다’라는 응답이 52명

(26%)이었다. 안경이 있다라고 응답한 148명  부모의 

안경 착용 여부에 해서는 아버지가 안경을 ‘착용한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69명(46.62%), ‘착용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79명(53.38%)이었으며, 어머니가 

안경을 ‘착용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6명(31.08%),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02명(68.92%)으

로[Table 1], 안경 착용 상자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안경을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0.003). 

안경 착용자 148명의 안경 처음 사용 시기는 7세 이하

가 4명(2.7%), 등학교 1-3학년 31명(20.94%), 등학교 

4-6학년 65명(43.92%), 학교 33명 (22.3%), 고등학교 

15명(10.14%)으로 나타났으며, 콘택트 즈 처음 착용 시

기는 등학교 1-3학년 7명(3.5%), 등학교 4-6학년 37

명(18.5%), 학교 127명(63.5%), 고등학교 29명(14.5%)

으로 나타났다[Fig. 2]. 안경 처음 착용시기와 콘택트

즈 처음 착용시기를 비교하 을 때 안경 처음 착용 시기

는 등학교 4-6학년이 65명(43.92%), 콘택트 즈 처음 

착용 시기는 학교가 127명(63.5%)으로 가장 많아 안경 

처음 착용 시기가 콘택트 즈 처음 착용 시기에 비하여 

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0.043).  

[Fig. 2] Wearing time of initial time

4. 고찰

기 개발된 소 트 콘택트 즈는 HEMA재질의 즈

로 산소투과율이 낮아 장시간 착용 시 충  등의 부작용

이 나타나 이러한 부작용을 방하기 하여 산소투과율

이 높은 고함수율 즈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고함수율 

소 트 즈는 기 착용감은 좋으나 단백질 침 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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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즈표면이 쉽게 탈수 되어 건조감을 유발하 다

[9,10].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일회용 즈가 개

발되었으나 장시간의 즈 착용 시 산소증과 건조감이 

문제 으로 보고되어 있다[11,12,13]. 

산소증과 건조감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실리콘 

하이드로겔 즈가 개발되었으며, 실리콘 하이드로겔 

즈는 산소 투과율(DK/t)이 86-175로 높은 산소 투과율이 

특징인 RGP 즈와 유사한 정도의 산소투과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4,15,16,17].

 세계 시장의 콘택트 즈 트 드는 콘택트 즈의 

물성  의 건강을 고려하여 즈재질은 실리콘 하이

드겔 소재가 67%이며 콘택트 즈 처방도 의 특징을 

고려한 구면 소 트 즈 53%, 소 트 토릭 즈가 23%, 

미용칼라 즈가 11%, 노안교정용 멀티포컬  모노비

즈가 11%로 콘택트 즈가 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처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 여성의 콘택트 즈 사용

률은 67%, 남성의 콘택트 즈 사용률은  33% 보고되어 

있다[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자를 크게 뚜렷하게 보이

게 하려는 미용칼라 콘택트 즈가 139명(55.16%)으로 가

장 많았으며, 소 트 즈가 51명(20.24%), 일회용 즈가 

33명(13.09%), 소 트 토릭 즈가 11명(4.37%), RGP 

즈가 10명(3.97%), 실리콘 하이드로겔 즈가 8명(3.17%) 

순으로 나타났다. 한, 여성과 남성의 콘택트 즈 사용 

비율도 여성이 177명(88.5%), 남성이 23명(11.5%)로 나

타나 콘택트 즈가 시력 교정과  건강을 고려하기 보

다는 미용  측면이 강조되는 미용칼라 즈의 착용 비

율과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세계 시장의 트 드

와는 차이를 보 다.

오염된 콘택트 즈 리 용액이나 콘택트 즈 보 용

기는 세균성각막염과 련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각

막궤양까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

도 74-82% 정도가 오염된 콘택트 즈 리용액을 사용

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7], 올바른 콘택트 즈 사용

과 콘택트 즈 보 용기의 리  소독은  건강을 

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각막염에서 각막 궤양까지 여러 가지 안질환

을 유발 할 수 있는 잘못된 콘택트 즈 착용 실태를 알아

보기 한 콘택트 즈를 같이 사용한 경험이 있냐는 설

문에 한 응답은 응답자 200명  37명(18.5%)이 ‘있다’

고 응답하 으며, 콘택트 즈 보  용기의 소독에 해

서는 ‘소독을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1명(25.5%) , 콘

택트 즈 보  용기의 교체 여부에 해서는 ‘교체하지 

않는다’ 라는 응답이 103명(51.5%)으로 나타나 콘택트

즈 보 용기를  소독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23.2%

로 나타나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18].  

이는 콘택트 즈 착용 시 생기는 산소증, 각막세포

내의 pH 감소로 유발되는 충 , 신생 , 각막 부종, 굴

률 변화[19] 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건조감, 불

편감등의 부작용에 한 문제 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콘택트 즈 표면에 부착된 병원균에 의하여 감

염성 각막궤양의 험성은 증가 될 수 있으며, 콘택트

즈 착용시 나타날 수 있는 가시아메바 각막염은 콘택트

즈 표면  각막 사이에 쉽게 부착되어 부작용 증상을 

유발 할 수 있다[20]. 이러한 여러 부작용 증상과 안질환 

유발을 이기 해서는 올바른 콘택트 즈 사용과 콘택

트 즈 보 용기 리  소독에 한 한 교육이 반

드시 필요하다.  

콘택트 즈 착용자의 안경 사용률을 알아보기 한 

안경이 있는지에 한 응답에서는 ‘안경이 있다’라는 응

답이 148명(74%), 부모의 안경 착용 여부에 해서는 아

버지가 안경을 ‘착용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69명

(46.62%), 어머니가 안경을 ‘착용한다’라고 응답한 응답

자가 46명(31.08%)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택트 즈를 시

력 교정이 아닌 미용 목 으로 착용하는 응답자가 52명

(24%) 이었으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안경을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은 시력 교정을 하여 안

경을 많이 착용하고 여성은 콘택트 즈를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콘택트 즈 처음 착용 시기는 학교가 127명

(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경 처음 착용 시기는 등

학교 4-6학년이 65명(43.92%)으로 안경의 처음 착용시기

가 콘택트 즈 처음 착용시기에 비하여 어린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콘택트 즈 처음 착용시기가 성장기 시

인 학교 시 인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콘택트

즈 사용 연령이 세계 평균과 비교하여 어린 것으로 보

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콘택트 즈의 착용 실태 조사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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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올바르지 못한 콘택트 즈 사용과 부 한 콘택트

즈 보 용기의 리 소독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

구 결과를 제공 하 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콘택트 즈 착용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

지 부작용 증상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결론 으로 콘택트 즈는 미용의 목 보다는 시력교

정을 한 목 으로 의 건강상태에 맞는 콘택트 즈 

착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콘택트 즈로 인하여 생

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 증상을 이기 하여 콘택트

즈 착용자의 정기 검사  올바른 콘택트 즈 리를 

한 안경사의 역할이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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