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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구면 콘택트렌즈(렌즈)가 각막에 피팅되는 경우 렌즈가 각막을 누르는 힘(압력, 부착력)을 tight 및 flat 피팅

별로 이론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Tight 및 flat 피팅 상태에서 렌즈의 각막 부착력을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

및 수치해석 프로그램(모델)을 수립하였다. 이 모델에 근거하여 BC, 직경, 두께, 모서리 형상 등 제반 렌즈변수와

각막형상(각막의 장축/단축 비, p) 변화에 수반되는 렌즈의 각막부착력을 tight 또는 flat 피팅 별로 예측/해석하였다.

결과: 각막의 p값이 증가할수록 각막부착력은 증가한다. p 값 증가에 따른 부착력 상승은 flat 피팅 경우가 tight에

비해 월등히 크다. 렌즈의 BC가 증가할수록 각막부착력은 flat 피팅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tight 피팅에

서는 그 증가가 미미하다. 렌즈 직경이 증가할수록 각막부착력은 tight/flat 피팅 모두에서 미미하게 감소한다. 렌즈

의 모서리형상(모서리각도 Ψ)과 렌즈두께는 tight 피팅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Tight 피팅된 렌즈가 각막

을 누르는 힘은 모서리 각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Tight 피팅 렌즈는 두께가 증가할수록 렌즈가 각막을 누르는 각

막부착력은 두께에 반비례로 감소한다. 결론: 피팅상태의 렌즈가 각막을 누르는 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2 가

지 요소는 각막의 만곡도와 렌즈의 BC이다. 

주제어: Tight 피팅, Flat 피팅, 각막부착력, p 값, 베이스커브, 모서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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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해설에서는 편의상 렌즈는 콘택트렌즈를 지칭 한다.

각막위에 피팅되어 있는 렌즈는 각막과의 사이에 형성되

는 좁은 간격에 채워지는 눈물 층에 의해 각막을 누르는

힘(또는 부착력)이 발생한다. 이 힘은 각막-렌즈 사이 눈

물 층의 모세관현상에 기인하며 이에 관해서는 앞의 해

설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1-3]. 렌즈의 각막 부착력은 피

팅방식에 따라 힘의 세기 및 작용부위가 다르다. 예를

들면 flat 피팅 때는 각막의 중심(정점) 부분, tight 피팅

때는 렌즈 주변이 각막에 접촉하는 각막가장자리 부분이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압박의 강도는 작용하는 면적이

작을수록 크기 때문에 flat 피팅 경우 렌즈가 각막 정점

에 접촉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tight 피팅 경우보

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렌즈중심 부분이 각막

에 접촉하면서 가장자리 눈물 층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각막을 누르는 힘을 극대화 시킨 것이 각막교정 렌즈이

다. 피팅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tight 피팅과 flat 피팅이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본 해설에서는 각막 형상(타원체로 간주할 때 장축과 단

축의 비), 렌즈의 BC, 렌즈직경, 렌즈두께, 렌즈 모서리형

상 등이 피팅 방식에 따라 각막을 누르는 힘에 미치는 영

향을 해석하였다. Tight 피팅 경우 렌즈에 관련된 힘의 해

석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하였으나[4] flat 피팅에서는 그렇

지 않으므로 먼저 flat 피팅에 관련된 힘의 해석을 소개하

고 이어서 각막형상을 포함한 렌즈관련 제반 변수가 각막

부착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 론

각막 위에 flat 피팅된 직경 D, 반경 R의 구면 렌즈와 각

막 사이 눈물 층의 모양을 Fig. 1에 나타내었다. 각막은 단

축의 길이가 각막 곡률계로 측정한 각막 정점 부근의 구

면 곡률반경 ro에 대한 장축의 길이 비가 p(> 1)인 타원체

로 간주할 때 그림에서 타원의 x 축 교점은 ro, y축 교점

은 pro로 표시할 수 있다. 이상적인 flat 피팅 상태에서는

렌즈 중심 부분은 각막과 접촉 상태에 있고 렌즈가장자리

에서 모세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 눈물층 간격

에 의해 각막으로의 렌즈 부착력과 렌즈가 움직이는 경우

원위치로 복귀하는 힘이 발생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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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lat 피팅 경우 렌즈 가장자리 눈물 층 간격 

1) 정지상태 렌즈에 대한 간격계산

Fig. 1에서 렌즈 가장자리 좌표를 B(xo, yo), 눈물면

meniscus가 각막과 접촉하는 점의 좌표를 A(xo', yo')라 두

면 눈물면 meniscus는 AB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눈물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이루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자리 이 눈물면을 확대하여 Fig. 2에 형성 가능한 3가지

형태로 가상하여 나타내었다. 눈물을 포함한 모든 액체는

표면에 작용하는 표면장력 때문에 그 면적이 수축/최소화

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

라서 Fig. 2의 맨 위와 아래 면은 가운데 면보다 면적이

더 크다고 할 때 가운데 면이 면적이 최소가 될 것이다.

모세관 현상에 따른 힘은 meniscus 면의 곡률반경에 반비

례한다[1]. 이 곡률반경은 AB의 직선간격 δ에 비례하기 때

문에 결국 모세관 작용에 관련된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AB가 최소되는 값을 구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눈깜

빡임에 의해 렌즈가 움직여 가장자리 위치가 옮겨지더라

도 그 위치에서 δ가 최소로 되는 새로운 meniscus 액면이

형성될 것이다. 

간격 AB를 구하기 위해 Fig. 1에서 B(xo, yo)를 통과하

는 임의의 기울기 m인 직선을 식 (1)로 정의하고 이 직선

이 각막과 만나는 점을 A(xo', yo')라 둔다. 각막은 타원체

로 가정하고 식 (2)로 정의한다.

(1)

(2)

xo, yo는 구면 렌즈 방정식 (3)으로부터 구한다.

(3)

식 (1)과 (2)를 연립한 후 정리하면 각막과 눈물이 접촉

하는 위치 A(xo', yo')를 구할 수 있는 식이 (4)와 같이 유

도된다.

(4)
편의상

로 정의할 때 식 (4)의 해는

(5)로 구해진다.

(5)

식 (5)를 (1)에 대입하여 yo'를 구한다(식 (6))

(6)

이제 눈물간격 는 식 (7)로 표현된다.

(7)

앞에서 유도한 식으로부터 식 (7)로 정리할 수 있다. 식

(5), (6)을 대입한 후 정리하면 눈물간격은 식 (8)과 같이

기울기 m의 함수로 구해진다.

(8)

최소 값을 구하기 위해 식 (8)을 m에 대하여 미분하고

그 값이 0이 되는 m을 식 (9)와 같이 구한다.

 

(9)

여기서 로 정의한다.

식 (9)는 해석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해석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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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the lacrimal edge shape between

cornea and the flat fitted lens.

Fig. 2. Close-up of lacrimal edge shape between cornea and

flat fitted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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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m 값을 구하여 식 (8)에 대입하여 눈물 간격을 구한다.

2) 움직이는 렌즈에 대한 간격계산 

Flat 피팅되어 있는 중심 위치 X(=R−ro), 곡률반경 R인

구면 렌즈가 Fig. 3에서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고 가정한다. 이 경우 이동 거리 s에 따른 각도 변화 dθ는

식 (10)로 표현된다.

(10)

편의상 렌즈의 평형위치(Fig. 1)에서 반경 R이 x축과 이

루는 각도를 θo, s 이동했을 때(Fig. 3) 각도를 θ로 두고

움직임에 따른 눈물간격 변화를 설명하는 식을 유도한다.

Fig. 3에서 렌즈가 회전함에 따라 변하는 좌표 B(xo, yo)를

θ의 함수로 식 (11), (12)와 같이 표현한다.

(11)

(12)

θ와 움직인 거리 s와의 관계식 (13)을 (11), (12)에 적용

하면 B(xo, yo)는 식 (14), (15)로 유도된다.

(13)

(14)

(15)

이제 정지 상태에서 눈물 간격을 나타내는 식 (8)에 렌즈

이동에 따른 식 (14), (15)를 대입하면 렌즈 s 만큼 회전했을

때 눈물간격이 식 (16)과 같이 m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16)

여기서 

(17)

 (18)

 

 

  (19)

로 정의한다. 1)에서와 마찬가지로 식 (16)의 최소값이 렌즈

가 s만큼 회전했을 때 눈물간격이 될 것이다. 식 (9)에 식

(11), (12), (17), (18), (19)를 적용하여 수치해석법으로 m을

구한 후 다시 식 (16)에 대입하면 눈물간격이 계산된다.

2. Flat 피팅 경우 각막-렌즈 사이 눈물층에 의해 발생하는 힘

1) 렌즈에 작용하는 힘

앞에서 구한 각막-렌즈 사이 눈물면의 간격 δ으로부터

렌즈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 f은 식 (20)과 같이 표면

장력 σ에 비례하고 δ에 반비례하는 물리량으로 기술이

가능하다. 식의 유도는 앞서 발표한 해설 자료[1]에 기술되

어 있다. 이 힘은 벡터량으로서 눈물면에서 수직으로 액면

바깥으로 향한다.

(20)

Fig. 2에서 f의 방향은 AB가 최소로 되는 눈물면에 수

직이다. 따라서 f가 x축과 이루는 각도를 Ψ로 정의할 때

최소 AB의 기울기가 m이므로 식 (21)이 성립한다. 

(21)

f는 렌즈를 정면, 즉 x, z면에서 관찰하는 경우 정지 상

태 렌즈의 눈물간격은 방사상으로 균일하기 때문에 f의 y, z

성분은 서로 상쇄된다.

2) 각막에 대한 부착력(각막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Flat 피팅 상태 렌즈(Fig. 1)는 렌즈가운데 부분이 각막

과 접촉하기 때문에 렌즈 둘레에 방사상으로 바깥으로 향

하는 모세관 작용에 의한 힘 f는 각막을 누르는 효과를 가

져 온다. 이것이 렌즈가 각막에 부착되는 원동력이다. 이

수직 압력 FN은 식 (22)로 표현 가능하다.

(22)

식 (20), (21)을 (22)에 대입하면 각막을 누르는 수직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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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iguration of the lacrimal edge shape between

cornea and flat fitted lens being in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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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는 식 (23)으로 정리된다. 

(23)

ACL은 콘택트렌즈의 면적을 가리키며 식 (24)와 같이 곡

률반경(BC) R과 직경 D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24)

3) 렌즈 이동에 따른 복원력 

렌즈가 Fig. 3에서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반대쪽 s < 0인 아래 부분의 눈물간격은 식 (10)의 s값

을 −s로 대체하여 구한다. 편의 상 s > 0 일 때 넓어지

는 간격을 δ 반대편 좁아지는 간격을 δ '라 두면 간격차

이로 발생하는 복원력 Frest은 식 (26)과 같이 렌즈 면적

ACL과 간격의 역수의 차이 및 표면장력 σ에 비례할 것

이다. 렌즈 회전에 따른 상/하 간격 차이는 렌즈를 정면

에서 볼 때 수직 부분이 최대이고 수평부분은 거의 없

기 때문에 렌즈 위치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떤 위치에서든지 간

격차이 경향은 같기 때문에 상수 k를 도입하여 값을 보

정한다.

(26)

착용 렌즈가 좌/우(코/귀쪽)로 움직이는 경우도 상하 운

동과 유사하게 좌우로 눈물간격 차이가 발생하여 복원력

이 발생한다. 

4) 렌즈 이동 속도에 비례하는 점성저항력 

눈깜빡임 동안 눈꺼풀에 의해 평형 위치에서 이탈된 렌

즈는 앞서 유도한 복원력에 의해 평형 위치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이때 얼마나 빨리 안정 위치로 자리 잡는데 걸리

는 시간은 렌즈-각막 사이 눈물층에 의해 발생하는 점성

저항에 좌우된다. 이 저항력은 눈물 층(평균)두께(<L>)가

얇을수록, 렌즈면적(ACL)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눈물

의 점성(점성계수η)이 클수록 크기 때문에 이 힘은 식

(27)으로 표현할 수 있다. 

(27)

이러한 속도에 비례하는 점성 저항력은 눈꺼풀에 렌즈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눈물 층 두께는 렌

즈 위치에 따르기 때문에 평균두께를 취하여야 하겠지만

flat 피팅에서는 렌즈 가장자리 부분에서 눈물두께가 최대

이므로 식 (8)로 표현되는 최대 눈물두께로 대체하기로

한다. Rm은 계산 값과 실제 값을 조정하기 위한 비례 상

수로 그 값을 추정한다.

3. Tight 피팅 경우 렌즈의 각막에 대한 부착력(각막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4]

Tight fit 상태에서 곡률반경(BC) R, 두께 T, 직경 D인

구면렌즈가 각막에 부착된 모양을 개략적으로 Fig. 4에 나

타내었다. 

여기서 렌즈와 각막이 접촉하는 지점을 A(x1 , y1)로 둘

때 렌즈모양은 중심좌표가 (X, 0)인 원의 식 (28)로 나타

낼 수 있다. 여기서 d=D/2로 둔다. X는 식 (28)로부터

(29)와 같이 유도된다. 

(28)

(29)

렌즈가 평형위치에 있을 때 y1=d 이므로 X는 식 (30)로

간략화 된다.

(30)

렌즈에 작용하는 힘은 렌즈가 가장자리에서 각막과 이

루는 간격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선 눈물간격을 구한다.

Fig. 4의 우측 확대 도형 내 A에서 각막의 접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φc, 렌즈의 접선이 이루는 각도를 φCL, 렌즈

모서리 각을 Ψ, 눈물간격을 δ, 렌즈와 각막이 이루는 각도

를 θL로 정의할 때 이러한 각도들은 A점에서 각막 및 렌

즈면의 접선 기울기로부터 식 (31)~(32)와 같이 φc와 φCL

의 함수로 구할 수 있다.

(31)

(32)

FN

2σδACL

1 1 m
2⁄+

-----------------------=

ACL 2πB
2

1
2

R
--- R

2
D

2
4⁄––⎝ ⎠

⎛ ⎞=

Frest kσACL p p′Δ–Δ( ) 2kσACL

1

δ
----

1

δ ′
-----–⎝ ⎠

⎛ ⎞= =

Fviscous Rm

ηACL

δ〈 〉
------------v=

x1 X–( )2 y1

2
+ R

2
=

X x1 R
2

y1

2
––=

X x1 R
2

d
2

––=

θL π Ψ– φL– φCL+=

φc tan
1– dy

dx
----- tan

1– p
2
x1

y1

---------–⎝ ⎠
⎛ ⎞= =

Fig. 4. Configuration of the lacrimal edge shape between

cornea and tight fitted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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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기서 y1는 각막을 장축/단축의 비가 p인 타원체로 간주

한 식 (34)으로부터 구한다.

(34)

눈물간격 δ는 렌즈 두께 T, θL 및 Ψ의 함수로 식 (35)

같이 기술할 수 있다.

(35)

A점 눈물면에서 모세관 작용에 기인하는 바깥으로 향하

는 힘 F는 각막면 및 렌즈모서리에서 눈물의 접촉각에 따

라 정확한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눈물의 렌즈에 대한 접촉

각이 대단히 작다고 가정하고(적심이 대단히 양호) A점에

서의 렌즈 접선방향에 평행한 것으로 간주할 때 F는 눈물

간격과 렌즈두께에 반비례하고 표면장력(σ)에 비례하는

식 (36)로 표현 할 수 있다.

(36)

렌즈가 각막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FN는 식 (36)의 각막

에 대한 수직 성분이며 식 (37)로 표현 할 수 있다.

(37)

4. 각막 형상 인자 p값 추정

1) 직접측정

각막 형상을 타원체로 가정했을 때 각막을 측면에서 촬

영한 후 포토샵 등 프로그램에서 장축/단축의 비 p를 측정

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앞서 발표한 해설에 소개하

였다.

2) 각막 지형도(corneal topography) 결과로부터 추정

각막 지형도는 각막의 부위 별로 각막의 곡률반경을 제

공한다. 이 곡률반경으로부터 역으로 각막을 그릴 수 있는

타원식을 구한다. 우선 각막을 (x, y) 좌표 위에서 장축/단

축 비가 p인 식 (2)와 같은 타원으로 가정한다. 

(2)

여기서 ro는 각막정점에서 곡률반경을 가리키며 일반적으

로 케라토미터로 측정한다. y=f(x)와 같은 함수에서 임의

의 x점에서 곡률반경 R은 식 (38)로 표현이 가능하다[5].

(38)

식 (38)에 식 (2)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식 (39)와 같이 p

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유도된다.

(39)

각막지형도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좌표 x에 대응 하는 R

값 및 케라토미터로 측정한 ro값을 식 (39)에 대입한 후 p

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비구면(타원) 각막 위에 부착된 렌즈가 각막형상, 렌즈

변수 및 피팅방식에 따라 각막을 누르는 힘이 어떻게 변

하는가를 수치해석 프로그램(mathematica)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주어진 각막 형상(p)에 대해 렌즈의 BC(R) 및

직경(D)이 어느 정도 값일 때 tight 또는 flat 인지를 판단

φCL tan
1– dy

dx
-------- tan

1– x1 X–

y1

---------------–⎝ ⎠
⎛ ⎞= =

y1 p ro
2

x1

2
–=

δ θLT sinΨ⁄=

F
2σ

δ
------

2sinΨσ

θLT
------------------= =

FN F sin φc φCL–( )=

y p ro
2

x
2

–=

R
1 dy dx⁄( )2+( )

3 2⁄

d
2
y dx⁄ 2

--------------------------------------=

ro
2

p 1–( )x2
+( )

3

p
2
R

2
ro
4

+ 0=

Table 1. Boundary values of BC's lying between tight and flat

fitting

 r
o

 mm

 p
 D

 mm

BC mm

Tight Flat 

 7.4

 1.05
 8  < 8.1 <

 10  < 8.0 <

 1.1
 8  < 8.8 <

 10  < 8.7 <

 1.15
 8  < 9.6 <

 10  < 9.5 <

 7.6

 1.05
 8  < 8.3 <

 10  < 8.2 <

 1.1
 8  < 9 <

 10  < 9 <

 1.15
 8  < 9.9 <

 10  < 9.8 <

 7.8

 1.05
 8  < 8.5 <

 10  < 8.5 <

 1.1
 8  < 9.3 <

 10  < 9.2 <

 1.15
 8  < 10.1 <

 10  < 10.1 <

 8.0

 1.05
 8  < 8.7 <

 10  < 8.7 <

 1.1
 8  < 9.5 <

 10  < 9.5 <

 1.15
 8  < 10.4 <

 10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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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tight 피팅에서의 중심 간격을 나타내는 식

(40)[4]에 가상 값을 대입하여 결과(Q)값이 양(+)이면 tight

이고 음(−)이면 flat인 사실에 근거하여 tight/flat 경계값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40)

1. 각막형상에 따른 렌즈 부착력

1) Flat fit 경우

p 값이 다른 여러 각막에 BC(R) 9.8 mm, 직경(D) 10 mm

구면렌즈를 피팅하는 경우 Table 1로부터 flat 피팅임을 확

인하였다. p 값을 변화시키면서 식 (9)의 수치해석 프로그

램으로부터 m값을 구한 후 식 (23)의 해석 프로그램에 입

력시켜 부착력(adhesion) 및 눈물 간격을 계산한 후 결과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p 값이 5% 증가하면 눈물간격은 p=1에 비해 0.4배,

10% 증가하면 0.13배로 감소하는데 비해 렌즈의 각막 부

착력은 p 값이 5%증가 시 2.1배, 10%증가 시 6.9배로 각

막형상이 완만해질수록(p증가) 부착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Tight fit 경우

1)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BC 7 mm, 직경 10 mm 구

면렌즈에 대하여 각막의 p를 증가시키면서 눈물간격과 각

막부착력을 식 (35), (37)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p 값이 5% 증가하면 p=1에 비해 눈물간

격은 0.93배, p 값이 10% 증가하면 간격은 0.87배로 감소

하는데 반해 렌즈의 각막 부착력은 p 값이 5% 증가 시

2.4배, p 값이 10%증가 시 3.8배로 각막형상이 완만해질

수록(p 증가) 부착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막형상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완만해지는 정도가 클수

록 p 값은 증가한다. Tight 및 flat 피팅 시 p값 증가에 따

른 렌즈가 각막을 누르는 힘(부착력, adhesion)을 Fig. 7에

비교하였다. p증가에 따라 flat 피팅 경우가 tight 피팅에

비해 부착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tight 피팅때는 렌즈 가장자리가 각막에 부착되어 있어 각

막 형상변화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2. 렌즈의 BC 변화에 따른 렌즈 부착력 

1) Flat fit 경우

각막형상, 렌즈직경이 각각 p=1.05, 10 mm로 일정한 값

으로 주어졌을 때 Table 1로부터 flat 피팅이 보장되는 BC

값을 확인한 후 BC 값의 변화에 수반되는 렌즈가장자리

눈물 층 간격변화와 렌즈의 각막부착력 변화를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후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BC

8.4 mm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BC가 0.5 mm 증가하면

눈물간격은 5.4배, 1.0 mm 증가하면 12.1배로 증가하는데

Q R ro– ro
2

D 4p
2⁄– R

2
D

2
4⁄––+=

Fig. 5. Effect of corneal shape both on adhesion and lacrimal

gap with the flat fitted lens. 
Fig. 6. Effect of corneal shape both on adhesion and lacrimal

gap with tight fitted lens. 

Fig. 7. Comparison of depressing force(adhesion)to cornea by

tight and flat fitted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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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렌즈의 각막 부착력은 BC 0.5 mm 증가 시 0.18배,

1.0 mm 증가 시 0.08배로 눈물간격에 반비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Tight fit 경우

1)에서와 마찬가지로 각막형상, 렌즈직경이 p=1.15,

8 mm로 일정한 값으로 주어졌을 때 Table 1로부터 tight

피팅이 보장되는 BC 값 변화에 수반하는 렌즈가장자리

눈물 층 간격변화와 렌즈의 각막부착력 변화를 Fig. 9에

나타내었다. BC 7.1 mm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BC가 0.5

mm 증가하면 눈물간격은 0.7배, 1.0 mm 증가하면 0.46배

로 감소하는데 비해 렌즈의 각막 부착력은 BC 0.5 mm 증

가 시 1.05배, 1.0 mm 증가 시 1.1배로 완만한 증가 또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BC가 증가하면 렌즈의 각막부착력은 flat 피팅에서는 감

소하는 것과는 반대로 tight 피팅에서는 오히려 증가한다.

BC 증가에 따른 눈물 간격 및 각막부착력 변화는 그 변화

율이 flat 피팅 경우가 tight 피팅보다 현저하게 큰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렌즈를 피팅하는 경우 렌즈가 각막을 압

박하는 것이 문제로 여겨지면 렌즈의 BC를 증가시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반드시 피팅 조건이

flat 상태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렌즈의 직경 변화에 따른 렌즈 부착력 

1) Flat fit 경우

각막형상을 p=1.05, Table 1로부터 flat 피팅이 보장되는

BC 값을 9.4 mm로 유지한 채 렌즈의 직경변화가 렌즈가장

자리 눈물 층 간격과 렌즈의 각막부착력에 미치는 영향을 1.

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후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직경 8 mm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직경이 1 mm 증가

하면 눈물간격은 1.7배, 2 mm 증가하면 2.7배로 미미하게

거의 비례로 증가하는데 비해 렌즈의 각막 부착력은 직경

1 mm 증가 시 0.86배, 2 mm 증가 시 0.74배, 3 mm 증가

시 0.64배로 간격변화에 비해 변화율이 대단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렌즈직경이 증가할수록 눈물면에서 발

생하는 모세관 현상에 기인하는 힘의 방향이 각막 중심

바깥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각막을 누르는 힘의 수직 성분

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 Tight fit 경우

각막형상을 p=1.1, Table 1로부터 tight 피팅이 보장되는

BC 값을 7.8 mm로 유지한 채 렌즈의 직경변화가 렌즈가

장자리 눈물 층 간격과 렌즈의 각막부착력에 미치는 영향

을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후 결과를 Fig. 11에 나

타내었다. 직경 8 mm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직경이

Fig. 8. Effect of BC both on adhesion and lacrimal gap with

flat fitted lens. 

Fig. 9. Effect of BC both on adhesion and lacrimal gap with

tight fitted lens. 

Fig. 10. Effect of diameter both on adhesion and lacrimal gap

with flat fitted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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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m 증가하면 눈물간격은 1.13배, 2 mm 증가하면 1.26

배로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비해 렌즈의 각막 부착력은 직

경 1 mm 증가 시 0.99배, 2 mm 증가 시 0.98배로 간격변

화에 비해 변화율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눈물간격

이 넓어지는 율에 비해 부착력 감소율이 적은 것은 직경

변화에 따른 눈물면의 방향 때문이다. 이것은 렌즈직경이

증가할수록 눈물면에서 발생하는 모세관 현상에 기인하는

힘의 방향이 각막 바깥 쪽으로 향하여 각막을 누르는 수

직 분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렌즈의 직경변화에 따른 렌즈의 각막부착력(누르는 힘)

변화는 tight 및 flat 피팅 모두에서 BC 변화에 비해 미미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점은 실제 피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4. Tight 피팅 시 렌즈의 모서리 각도 및 두께변화에 따

른 렌즈의 각막부착력 

Tight 피팅된 렌즈는 렌즈의 모서리가 각막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모서리 형상은 각막과의 사이 눈물면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모서리 형상을 정량화 하는 척도

로서 Fig. 4에서와 같이 모서리 각도를 도입하였다. Tight

피팅 렌즈의 모서리각도 및 렌즈두께 모양을 flat fit 경우

와 비교하여 Fig. 12에 나타내었다. Tight 피팅(Fig. 12 좌

측)에서는 렌즈모서리 각도와 렌즈두께 T에 의해 눈물 액

면의 두께가 결정되는 데 반해 flat 피팅 때는 Fig. 12 우

측에서 보듯이 눈물면은 렌즈두께나 모서리 형상에 관계

없이 오직 렌즈 아래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렌즈 모서리 각도를 30o 단위로 증가시킬 때 눈물간격의

변화 및 렌즈의 각막부착력을 Fig. 13에 나타내었다. 모서

리각도가 증가할수록 즉 렌즈 모서리가 각막 쪽으로 얇아

질수록 눈물간격은 감소하고 각막부착력은 각도에 비례해

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ight 피팅에서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으로 렌즈두께

에 따른 영향을 들 수 있다. 두께 0.05 mm 렌즈를 기준으

로 할 때 두께가 증가할수록 눈물간격은 두께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각막 부착력은 두께에 거의 반비례로

감소하는 것을 Fig. 14에서 알 수 있다.

Fig. 11. Effect of diameter both on adhesion and lacrimal gap

with flat fitted lens.

Fig. 12. Comparison of edge shape between tight and flat fit.

Fig. 13. Effect of edge angle of lens both on adhesion and

lacrimal gap with flat fitted lens.

Fig. 14 Effect of edge angle of lens both on adhesion and

lacrimal gap with flat fitted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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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각막에 피팅된 구면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압박을 가하

게 된다. 이 힘에 관련된 요소 및 이들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각막형상

형상이 완만해질수록, 즉 장축/단축의 비 p가 증가할수

록 렌즈의 각막부착력(각막을 누르는 힘)은 증가한다. Flat

피팅 경우가 tight 피팅에 비해 p 증가에 따른 부착력 증

가가 훨씬 크다.

2) 렌즈곡률반경(BC)

렌즈의 각막에 대한 부착력은 렌즈의 BC에 따라 변한다.

이 경우 BC 영향은 tight, flat 피팅에서 서로 상반된다. 즉

BC가 증가할수록 flat 피팅에서는 부착력이 감소하는데 반

해 tight 피팅에서는 증가한다. BC 증가에 따른 부착력은

flat 피팅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반해 tight 피팅에서는

BC 1 mm 증가에 부착력은 겨우 10% 증가하는 정도로 미

미하다. 

3) 렌즈직경(D)

각막에 피팅되어 있는 렌즈는 피팅 상태와 상관없이 렌

즈 직경이 증가할수록 렌즈 가장자리와 각막사이 눈물 층

간격은 넓어지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렌즈의 각막 부착력

(압력)은 감소한다.

Flat 피팅 경우 렌즈 직경이 1 mm 증가에 부착력은

13% 정도로 감소하는데 비해 tight 피팅 경우는 직경 1

mm 증가에 부착력은 1% 정도 감소에 그친다. 다시 말해

서 렌즈가 tight 피팅된 상태에서 렌즈 직경 변화는 부착

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Flat 피팅에서도

렌즈 직경 효과는 BC 효과에 비해 미미하다.

4) 렌즈 모서리 각도(Ψ)

Tight 피팅된 렌즈의 모서리 형상은 각막과의 사이 눈물

면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렌즈의 각막부착력은 모서리

각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각막면을 향해서 렌즈 모서리

가 얇게 가공된 렌즈는 부착력이 커진다. Flat 피팅 상태

에서는 해당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5) 렌즈 두께

Tight 피팅 상태에서 렌즈두께가 증가할수록 비례해서

눈물 간격은 넓어진다. 이로 인해 렌즈의 각막 부착력은

반비례로 감소한다. 얇은 렌즈가 두꺼운 렌즈보다 각막을

누르는 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Flat 피팅 상태에서는 해

당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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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review article was written to theoretically compare the depressing force (pressure, adhesion) to the

cornea between when the spherical lenses were being tightly and flat fitted. Methods: Mathematical equations

and their numerical solution programs (model) were formulated to calculate the depressing (adhesion) force to the

cornea by both the tightly and flat fitted contact lenses. Based on this proposed model the effects of parameters

characterizing a contact lens such as BCs, diameters, edge shape and corneal shape (ratio of long and short

corneal axis, p) on the depressing force to the cornea were predicted/analyzed in both tightly and flat fitting

regimes. Results: Corneal adhesion increased as the corneal p-value increased. Adhesion increase caused by the

increased p-value was much larger in flat fitted case than in tight fitted one. Corneal adhesion reduced abruptly as

the BC increased in flat fitting regimes while the adhesion rise was insignificant in tight fitting ones. Reduction in

corneal adhesion due to lens-size increase was predicted to be insignificant in both tight and flat fitting regimes.

Both the lens edge shape (edge angle) and thickness were relevant only in tight fitting regime. Corneal adhesion

increased as the increased with tight-fitted lenses. As the thickness of tight fitted lenses increased, corneal

adhesion inversely decreased. Conclusions: The two most significantly affecting the depressing force to cornea

were found to be the degree of corneal bending toward the periphery and the BCs of l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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