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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렌즈 착용과 관리 행위에 따른 눈의 불편감 조사

An Investigation of Eye Inconvenience due to the Wearing and 
Management of Len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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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렌즈 착용과 관리 행위를 조사하고 관리방법에 따른 눈의 불편감 간 관련성을 탐색한 상관성 조사

연구설계로 1년이상 렌즈를 착용한 여대생 209명의 자료를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대

생들은 40.2%가 매일 렌즈를 착용하고 97.1%가 하루일과 시간 내내 착용한 반면, 매일 세척하는 경우는 45.4%로 나

타났고, 단백질 제거 제품등을 세척시 사용하는 경우는 17.7%로 개인적인 관리행위는 미흡했다. 98.1%의 학생들은

렌즈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안구건조증 증상 자가진단으로 활용되는 안구표면지수(OSDI) 결과, 대상자들은

42.88±15.25점으로 중증의 건상안으로 분류되며, 눈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렌즈관리에 대한 인

식개선과 정확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렌즈 점검 및 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요어 : 콘택트렌즈, 눈의 불편감, 안구건조증, 렌즈관리, 안구표면질환지수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lens wearing and care, and to investigate 
eye discomfort according to the care method. Data of 209 female college students wearing lenses for more than 
1 year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 WIN 22.0 program. 40.2% of female students wear lenses every day 
and 97.1% wear all day. However, only 45.4% of students washed it daily, and only 17.7 % used protein 
remover during wash, which resulted in poor management. 98.1% of students complained of discomfort due to 
the lens, and the Ocular Surface Index (OSDI) scored 42.88 ± 15.25, which was classified as a severe dry eye 
and threatened eye heal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students' awareness of lens management, and 
periodical lens inspection and management education are needed.

Key words :  Contact Lens, Eye Inconvenience, Dry eye, Contact Lens Care, O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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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생들에게 콘택트렌즈는 시력교정의 목적 뿐만

아니라 패션과 미용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현재

안경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칼라 렌즈는 디자인의 개발

로 여러 가지 색깔과 무늬로 제품화되어 종류도 수백

가지에 이르러 착용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2016년 59개국을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처방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여성이 비율이 68%로 남자

보다 높았고, 아시아 중에서 한국의 처방비율이 90%,

대만 75%, 필리핀 70% 순으로 조사되었다[1].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렌즈를 처음 착용해보는 시기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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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고, 그 편리성에 의해 사용자의 수는 계속 증가

되는 추세이며, 패션의 한 부분으로 시력에 이상이 없

어도 렌즈를 매일 착용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2].

그러나, 패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서, 렌즈

본연의 기능보다는 색상과 디자인에 더 초점이 맞춰져

개인적인 시력교정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

은 렌즈가 착용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시력저하

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시력을 측정하고 구매하는 것

이 아닌 인터넷 등으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서 정확하게 렌즈관리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눈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콘택트

렌즈는 안경과 달리, 직접 각막에 접촉되기 때문에 관

리가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방해

하여 충혈, 건조감, 이물질 등의 가벼운 증상부터 각막

염, 미란, 각막궤양 등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될 수 있

다고 보고된다[3].

안구의 표면이 건조해지면 이물감, 쓰라림 등의 불

편한 증상이 유발되는 안구건조증이 발생될 수 있는데

건성안 유병률도 점점 증가되는 추세로 14∼33%로 매

우 높게 보고되고[[4],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한 OSDI 설문지 조사를 통해 건성안 유병률을

50.6%로 보고하였다[5].

안구건조증은 2007년 Dry Eye Workshop(DEWS)에

서 눈물의 고삼투압과 다인성질환(multifactorial

disease)으로 안구표면의 염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정

의되며, 건성안은 안구 표면내의 염증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상

대적으로 중요성이 간과된 질환이다[6]. 안구건조증의

위험요인으로 연령, 성별, 호르몬변화, 자가질환 면역,

복용 약, 생활환경, 렌즈 착용여부 등이 보고 되고 있으

며, 고령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안구건조증이 우리나라

젊은 성인에게 유병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근시 유병률

이 많아 렌즈의 사용이 많고, 더불어 미용의 목적으로

렌즈 착용이 빈번하며[7], 스마트폰 활용시간이 많아 눈

의 피로가 예상되어 2차적 요인으로 안구건조증이 발

생된다[8]. 안구건조는 과거에 비해 점점 더 혹사당하는

현대인들의 눈에 시력저하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질환

으로, 서양의학으로는 인공누액투여와 수술요법 등이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에 따라

건조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인공눈물 사용도 증가

되고 있지만,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

생되어 오히려 눈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이 관리

교육 이수와 렌즈 구입가격과 눈의 피로도 관계[9], 인

공눈물의 안정성연구[10], 렌즈의 일일 착용시간과 눈

건강과의 관계[11], 콘택트렌즈 착용시의 여러 부작용

증상을 줄이기 위해 렌즈 보관 용기의 관리소독과 눈

건강과의 관계를 보고[12], 렌즈 착용자의 연령, 착용시

간, 가정소득에 따른 눈건강과 불편감에 대한 연구

[13], 렌즈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렌즈착용과 관리교육에

대한 연구[14], 렌즈착용 기간에 따른 관리방법의 인식

[15] 등이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한 연구에서

[16]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약을 점안하는

것이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사

람이 49.8%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만큼 아직도 렌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전달이 미흡하고,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다.

눈의 피로는 구입한 콘택트렌즈 가격, 렌즈 케이스

보관시 행굼 유무, 콘택트 렌즈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했으며[9], 콘택트렌즈

를 의료기기로 인식하고 저가의 컬러콘택트렌즈 착용

지양, 콘택트렌즈 관리와 위생, 렌즈 착용시간과 시간의

준수, 스마트폰 사용시 휴대시간의 준수 및 과도한 사

용금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콘택트렌즈 관리 세부지

침 교육을 받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생활화 한다

면, 콘택트렌즈 사용자의 눈 피로 및 전신 피로를 낮춰

눈건강 증진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하였

다[17.] 따라서,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눈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 소비

자인 여대생들의 렌즈착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렌

즈 관리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렌즈 착용과 관리 행

위를 조사하고 관리방법에 따른 눈의 불편감 간 관련성

을 탐색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설계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일지역에 거주하며 렌즈를 착용해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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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는 대학생 집단을 표본모집으로 설정한 후, 215

명의 대학생을 편의모집하였다.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

하고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직접 작성

하고 서명하도록 하였으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1년이

상 렌즈를 착용한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별한 결과,

최종 연구대상자는 209명이었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

본의 크기는 선행연구를 근거로[9] G*power 3.19.7.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중간 효과

크기 .25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총 207명으로 산출되

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충족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대학생의 렌즈 착

용과 관리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조사하였

다. 질문지는 렌즈의 착용과 관리에 대한 개인행위를

측정하는 문항과 렌즈 착용 후 느끼는 신체적 불편감

을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1) 렌즈의 착용과 관리에 대한 행위

렌즈의 착용과 관리에 대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문헌에서[9.10,12] 보고되는 항목을 중심으

로 연구자가 질문지를 구성하여, 대상자의 렌즈 착용

습관, 렌즈 구입 장소와 렌즈의 종류, 하루 평균 렌즈

착용 시간, 렌즈 세척 여부 및 세척 방법, 렌즈 교체 주

기, 인공눈물 사용 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2) 렌즈 착용 후 불편감 증상

렌즈 착용 후 불편감 증상은 안구표면질환지수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를 사용하였다.

설문은 시력에 관련된 기능(6항), 안 증상(3문항), 증상

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인자(3문항)의 3가지 세부항목

으로 증상이 없으면 0점, 가끔 증상이 있으면 1점, 반나

절 정도 증상이 있으면 2점, 대부분 증상이 있으면 3점,

하루 종일 항상 증상이 있으면 4점으로 분류 하였고,

OSDI 점수는 (점수총합*25/답한 항목수) 로 계산하며,

점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

해서 많이 불편한 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계산된 점수

결과로 0-12점인 경우 정상으로 하고, 13-22점을 경도

의 건성안(Mild), 23-32점을 중증도의 건성안

(Moderate), 33-100점을 중증의 건성안(Severe)으로 분

류하며, 13점 이상이 되는 경우를 안구건조증으로 진단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67이었다

[7].

3)안구건조증 증상

Dry Eye Symptom Questionnaire은 안구건조증

환자의 대표적인 임상 증상을 10가지 항목으로 분류 하

여, “안구건조증의 정의는 증상을 나타낼 때 가능하다”

라는 전제하에 이 10가지 항목(‘뻑뻑함’, ‘이물감’, ‘눈의

충혈’, ‘가려움’, ‘눈물흘림’, ‘콕콕 찌르는 아픔’, ‘눈물 흘

림’, ‘눈꺼플이 무거운 느낌’, ‘쓰라린 아픔’, ‘비눗물이 들

어간 듯한 작열감’) 중 대상자들이 자각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개수와 증상을 측정하였으며, 해당하는 항목

의 총 개수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667이었다[18].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렌즈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여 이

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자료의 비

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총 15분 정도

소요가 되었으며, 총 215부를 배부하였으나, 최종 적합

한 209부만 분석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에 입력

하여 자료를 정리하였고,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

다. 대상자의 특성과 렌즈의 착용과 관리행위 문항은

빈도와 서술통계, 빈도분석을 시행하고, 렌즈의 관리방

법에 따른 눈의 불편감 간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렌즈의 착용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05±1.77세였고, 18∼28세의

연령 범주를 보였다. 렌즈의 첫 착용 시기는 ‘17∼20세’

가 97명(46.4%), ‘14세∼16세’가 63명(30.1%)로 나타났

고, 처음으로 시력을 잰 장소로는 ‘안과’가 102명

(48.8%), ‘안경원’이 72명(34.4%)로 나타났다. 렌즈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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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Cleaning
Yes 170(81.3)

No 39(18.7)

Frequency of

cleaning in a week

0 39(18.7)

1∼2 19(9.1)

3∼4 33(15.8)

5∼6 23(11.0)

Every times 95(45.4)

Elimination of

protein

Yes 37(17.7)

No 172(82.3)

Rinse the lens when

storing in the case

Always 121(57.9)

Never 37(17.7)

Often 51(24.4)

Sterilization of

lens case

Tap water 12(5.8)

Saline solution 51(24.4)

류로는 ‘콘텍트렌즈’가 104명(49.7%), ‘써클렌즈’ 61명

(29.2%), ‘일회용렌즈’ 34명(16.3%), ‘하드렌즈’ 10명

(4.8%)로 나타났고, 착용시간은 평균 9.11±3.15시간이었

고 1∼18시간의 착용시간 범주를 보였다. 착용 빈도로

는 ‘매일’이 84명(40.2%), ‘4∼5회/주’가 75명(35.9%) 로

나타났고, 97.1%(203명)의 여학생들이 ‘하루일과 시간

내내’, ‘외출시’ 착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렌즈를 착용하

는 이유는 ‘안경의 불편함’이 102명(48.8%), ‘미용상 목

적’이 79명(37.8%) 순으로 나타났고, 렌즈의 구입장소는

‘안경원’ 102명(18.8%), ‘렌즈전문점’ 96명(45.9%), ‘안과

병원’ 7명(3.4%), ‘인터넷’ 4명(1.9%)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Subjects’ characteristics (N=209)

Variables Category
N(%) or

M±SD

age(year) 20.05±1.77

Age lens first
worn (year)

<10yr 2(1.0)

10∼13 6(2.9)

14∼16 63(30.1)

17∼20 97(46.4)

>20yr 41(19.6)

Check of

vision

Ophthalmology 102(48.8)

Optician 72(34.4)

Community Health Center 16(7.7)

School 19(9.1)

Types of lens

Soft lens(general) 104(49.7)

Soft lens(Circle) 61(29.2)

Hard lens 10(4.8)

Disposable lens 34(16.3)

Lens

Wearing Tine
9.11±3.15

Frequency of
wearing lens
in a
week(day)

1∼3 50(23.9)

4∼5 75(35.9)

every day 84(40.2)

When
wearing
contact lenses

All day 83(39.7)

Going out or meeting people 120(57.4)

At school or in class 1(0.5)

For work 5(2.4)

Reasons for

wearing lens

For beauty 79(37.8)

Inconvenience of glasses 102(48.8)

For convenience of daily life 13(6.2)

Sight correction 13(6.2)

For work 1(0.5)

etc. 1(0.5)

Purchase
route

Optician 102(48.8)

lens shop 96(45.9)

Internet 4(1.9)

Ophthalmology 7(3.4)

2. 대상자의 렌즈 관리에 대한 개인행위 실태

렌즈의 관리행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170명(81.3%)

가 렌즈세척을 하고 39명(18.7%)는 렌즈를 세척하지 않

는다고 응답하였다. 일주일동안 렌즈의 세척하는 횟수

를 살펴보면, ‘매일 착용할때마다’가 95명(45.4%)으로 가

장 많이 응답하였고, ‘0회/주’ 39명(18.7%), ‘3∼4회/주’

33명(15.8%), ‘5∼6회/주’ 23명(11.0%), ‘1∼2회/주’ 19명

(9.1%)로 순으로 응답하였다. 세척시 단백질 제거 제품

을 따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37명(17.7%)였고, 렌즈를 케

이스에 보관할 때 항상 헹굼을 하고 넣는 학생은 121명

(57.9%), ‘헹굼하지 전혀 않는다’는 학생이 37명(17.7%),

‘종종한다’는 학생이 51명(24.4%)이었으며, 렌즈 케이스

에 넣는 보존액으로는 ‘렌즈전용 보존액’이 143명

(68.4%), ‘일반식염수’ 51명(24.4%), ‘깨끗한 수돗물’ 12명

(5.8%), ‘기타’ 3명(1.4%)로 나타났다. 렌즈의 세척방법

은 ‘보존액을 사용’하는 학생이 126명(60.3%)로 가장 많

았고, ‘식염수만 사용’하는 학생은 40명(19.1%), 기구를

사용하는 학생은 6명(2.4%), 세척을 하지 않는 학생은

39명(18.7%)로 나타났으며, 렌즈의 교체주기를 살펴보

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69명(33.0%), ‘1개월 이

상∼3개월 미만’이 62명(29.7%), ‘매일∼1개월 미만’이

60명(28.7%), ‘1년초과’가 13명(6.2%)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렌즈의 세척과 위생에 대한 지식은 안경

원(30.6%), 인터넷,TV등 대중매체(28.2.%), 안과

(18.2%), 혼자 알아서(13.9%), 주위 사람으로부터(9.1%)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Table 2. Personal Behavior of the Subject's Lens Management

(N=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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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ation solution 143(68.4)

etc. 3(1.4)

Method of cleaning

Preservation solution 126(60.3)

Saline solution 40(19.1)

Cleaning tool 4(1.9)

DO Not Clean 39(18.7)

Frequency of change

of lens

Everyday to less than a

month
60(28.7)

1 month or more or less

than 3 months
62(29.7)

3 months or more or

less than 6 months.
69(33.0)

6 months or more or

less than 12 months.
5(2.4)

one year over 13(6.2)

Source of knowledge

related to lens

Ophthalmology 38(18.2)

Optician 64(30.6)

Surrounding people 19(9.1)

By oneself 29(13.9)

Mass media 59(28.2)

Variables Category N(%) or M±SD

Lens

inconvenience

Yes

Sometimes 90(43.1)
205

(98.1)
Often 78(37.3)

frequently 37(17.7)

No 4(1.9)

Ocular fatigue 5.90±2.12

Experience

in treating eye

inconvenience

Yes 79(37.8)

No 130(62.2)

Use of

artificial

tears (day)

1 15(7.2)

2∼3 49(23.4)

4∼5 29(13.9)

6∼7 10(4.8)

frequently 13(6.2)

Not use 93(44.5)

OSDI

normal 7(3.4)

42.88

±15.25

mild 0(0.0)

moderate 64(30.6)

severe 138(66.0)

Dry Eye Symptom Questionnaire 5.53±2.41

Burning sensation
Yes 76(36.4)

No 133(63.6)

Sharp pain
Yes 107(51.2)

No 102(48.8)

Foreign body

sensation

Yes 169(80.9)

No 40(19.1)

Itching
Yes 134(64.1)

No 75(35.9)

Stiffness
Yes 170(81.3)

No 39(18.7)

Bitterness
Yes 83(39.7)

No 126(60.3)

Heavy eyelids
Yes 100(47.8)

No 109(52.2)

Glare
Yes 72(34.4)

No 137(65.6)

Bloodshot eyes
Yes 136(65.1)

No 73(34.9)

Teardrop
Yes 107(51.2)

No 102(48.8)

3. 렌즈착용 관련한 불편감과 후유증

렌즈로 인한 불편감을 205명(98.1%)의 학생이 경험

하며, 빈도는 가끔(43.1%), 종종(78%), 자주(37%)로 나

타났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눈의 피로도는 5.90±2.12으

로 중증이상 피로감을 가지고 있으며, 증상이 심해져

안질환으로 안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37.8%

로 나타났다.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학생은 116명

(55.5%),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93명(44.5%)로, 하루에

2∼3회 사용하는 학생들이 49명(23.4%)로 가장 많고,

수시로 사용하는 학생은 13명(6.2%)로 나타났다. 안구

건조증 증상 자가진단으로 활용되는 안구표면지수

(OSDI) 결과, 대상자들은 42.88±15.25점으로 중증의 건

상안으로 분류되었고, 25∼100점의 범주를 보였으며,

‘중증의 건성안(Severe)’이 66%(138명), ‘중증도의 건성

안(Moderate)’이 30.6%(64명), ‘정상’이 3.4%(7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호소하는 안구건조증은 10개의

문항 중 5.53±2.41개로 증상을 호소하였고, 세부문항을

살펴보면, ‘비눗물이 들어간 듯 한 작열감’은 36.4%, ‘콕

콕 찌르는 아픔’은 51.2%, ‘이물감’은 80.9%, ‘가려움’은

64.1%, ‘뻑뻑함’은 81.3%, ‘쓰라린 아픔’은 39.7%, ‘눈꺼

플이 무거운 느낌’은 47.8%, ‘눈부심’은 34.4%, ‘눈의 충

혈’은 65.1%, ‘눈물 흘림’은 51.2%로 증상을 호소하였으

며, ‘뻑뻑함’, ‘이물감’, ‘눈의 충혈’, ‘가려움’, ‘눈물흘림’,

‘콕콕 찌르는 아픔’, ‘눈물 흘림’, ‘눈꺼플이 무거운 느낌’,

‘쓰라린 아픔’, ‘비눗물이 들어간 듯한 작열감’ 순으로

나타났다.

렌즈의 세척 횟수와 안구건조증의 증상 간 관련성 검

정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r=-2.28, p<.001).

즉, 렌즈 세척횟수가 많을수록 대상자가 렌즈착용과 관

련한 불편감으로 느끼는 증상의 개수는 줄어들 것이다

<Table 3>.

Table 3. Lens-related inconvenience and dry eye syndrome

(N=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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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렌즈를 착용하는 일지역 여대생들을 대상

으로 대학생들의 렌즈 세척 및 관리 방법을 확인하고,

렌즈 착용과 관련한 불편감, 안구건조증, 눈의 피로도간

의 관계를 확인하여, 올바른 렌즈의 세척, 렌즈의 관리

방법 등 렌즈로 인한 불편감을 줄이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들의 렌즈의 첫 착용시기는 ‘17∼20세’, “14∼

16세”순서로 나타나, 점점 렌즈의 착용시작 시기가 빨

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2], 이에 따라 렌즈착용 및 관

리 교육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좀 더 쉬운 용어와 간

단한 방법으로 교육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대상자들

은 ‘콘텍트 렌즈’와 ‘써클 렌즈’를 주로 착용하였지만,

써클렌즈의 비율이 늘어가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기 시

력교정을 위한 목적보다 패션이나 미용을 위한 목적으

로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47.8%가 눈의 상

태를 확인 후 상담 후에 렌즈를 구매하는 절차보다는

색깔과 디자인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일반 렌즈전문점

(45.9%)과 인터넷(1.9%)을 이용하였고, 구매한 렌즈의

관리 교육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고, 렌즈에 동봉된 설명서로 대체되기 때문에

렌즈관리행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평상시에도 학생들은 매일 렌즈를 평균 9.11±3.15시

간정도 착용하는 것으로 하루의 꽤 많은 시간을 렌즈착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에게는 안경보다 렌즈

가 더 편리하게 인지되고,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대로 된 관리방법과 처음 접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만

큼 눈높이 교육을 함으로써 실천률을 높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렌즈의 관리행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81.3%가 렌

즈를 세척한다고 응답하였고, 45.4%만 매일 착용할 때

마다 세척하였다. 더욱이, 세척시 단백질 제거제품을 사

용하는 대상자는 17.7%에 불가하고, 렌즈를 케이스에

보관시 전용 보존액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68.4%로

렌즈 관리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

았으며, 이러한 렌즈 관리방법이 인터넷이나 TV등 대

중매체로(28.2%) 전달받거나, 혼자 터득하는(13.9%) 경

우, 주변사람으로부터(9.1%) 전달받는 등 비전문가로부

터 습득되는 경우가 51.2%나 되어 관리교육의 미흡함

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어, 눈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부적절한 렌즈관리가 합병증 유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9], 본 연구에서 콘

택트렌즈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대상자들이 있으므로,

렌즈 착용과 제거시 손을 씻고, 수돗물이 아닌 제대로

된 렌즈 보존용액으로 세척과 보존을 매일하는 것이 렌

즈관리의 중요한 요소임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98.1%가 렌즈로 불편

감을 경험했다고 하며, 주관적인 눈의 피로감이 10점

척도에서 5.90±2.12점으로 중증이상 나타난다고 하였다.

55.5%의 대상자들은 불편감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사용

하며, 이중에 불편감이 심해져서 안질환으로 안과 치료

를 받은 대상자가 37.8%로 나타났다. 안구건조증 증상

자가진단으로 활용되는 안구표면지수(OSDI) 결과, 대

상자들은 42.88±15.25점으로 중증의 건상안으로 분류되

었고.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5]

의 건성안 유병률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현대인들

에게는 건조함, 불현함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중증의 건성안의 경우에는 통증과 각막손상이 유발될

수 있고, 시각적 기능이 저하되어 시력과 관련된 일상

활동을 제한하고 피로감이 심해져 심리적으로나 육체

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에[20]

좀 더 눈 건강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대상자들에게도 이물감이나 건조함이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당연하게 발생하는 증상이 아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고, 불편한 증상

이 발생되면, 인공눈물 등으로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병원이나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상자의 건강상담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눈문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수집

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들이 호소하는 안구건조증은 10개의 문항 중

5.53±2.41개로 증상을 호소하였고, 증상의 표현은 ‘뻑뻑

함’, ‘이물감’, ‘눈의 충혈’, ‘가려움’, ‘눈물흘림’, ‘콕콕 찌

르는 아픔’, ‘눈물 흘림’, ‘눈꺼플이 무거운 느낌’, ‘쓰라린

아픔’, ‘비눗물이 들어간 듯한 작열감’ 순으로 나타났다.

안구건조증 증상군일수록 눈의 불편감(r=.444, p<.001)

과 눈의 피로도(r=.332, p<.001)를 호소하는 것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렌즈의 세척횟수와 안구건

조증 증상 간 관련성 검정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

인되었다(r=-2.28, p<.001). 즉, 렌즈 세척횟수가 많을수

록 대상자가 렌즈착용과 관련한 불편감으로 느끼는 증

상의 개수는 줄어들었다. 렌즈 세척 행위는 집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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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눈의 건조증 예방 뿐만 아니

라 안구 감염의 기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의 개선이 필

요하고, 눈의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는 점

을 강조하며 잘못 된 정보는 교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

인 정검 및 관리도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사는 점점 빠르게 접하는 콘택트렌즈의

시작 연령에 맞춰 눈높이 교육방법을 마련하고, 주로

렌즈를 처음 사용하는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의 학생들

에게 렌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올바른 눈관리

에 대한 지식습득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지역에 거주하는 여대생이기

때문에 이 집단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에서의 렌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눈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렌즈 착용과 관리 행위를 조사하고 관리

방법에 따른 눈의 불편감 간 관련성을 탐색한 상관성

조사연구설계로 209명의 여대생의 렌즈 착용과 관리 행

위에 따른 불편감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들은 40.2%가

매일 렌즈를 착용하고 97.1%가 하루일과 시간 내내 착

용한 반면, 매일 세척하는 경우는 45.4%로 나타났고,

단백질 제거 제품등을 세척시 사용하는 경우는 17.7%

로 개인적인 관리행위는 미흡했다. 대상자들의 첫 착용

시기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렌즈 착용 및 관리 교육

을 좀더 쉬운 용어와 간단한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고, 색깔이나 디자인을 보고 선택하는 일반렌즈전문

점과 인터넷의 사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렌즈

에 동봉된 설명서 외 다른 형태의 렌즈관리행위에 대한

교육방법으로 개인의 관리행위 개선이 필요하다. 98.1%

의 학생들은 렌즈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안구건

조증 증상 자가진단으로 활용되는 안구표면지수(OSDI)

결과, 대상자들은 42.88±15.25점으로 중증의 건상안으로

분류되며, 주관적인 눈의 피로감이 10점 척도에서

5.90±2.12점으로 중증이상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상자들

이 호소하는 안구건조증은 10개의 문항 중 5.53±2.41개

로 증상을 호소하였고, 안구건조증 증상군일수록 안구

건조등의 불편감(r=.444, p<.001)과 눈의 피로도(r=.332,

p<.001)를 호소하는 것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렌즈의 세척횟수와 안구건조증 증상 간 관련성 검

정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2.28,

p<.001). 대상자들에게도 이물감이나 건조함이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당연하게 발생하는 증상이 아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고, 불편한 증상

이 발생되면, 인공눈물 등으로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병원이나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렌즈 세척 행위는 집에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눈의 건조증 예방 뿐만 아

니라 안구 감염의 기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의 개선이 필

요하고, 눈의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는 점

을 강조하며 잘못 된 정보는 교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

인 정검 및 관리도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사는 점점 빠

르게 접하는 콘택트렌즈의 시작 연령에 맞춰 눈높이 교

육방법을 마련하고, 주로 렌즈를 처음 사용하는 중·고등

학교 교육현장의 학생들에게 렌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올바른 눈관리에 대한 지식습득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

한 집단을 고려한 조사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눈 건강

증진하는 교육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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