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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안 굴절이상 차이에 의한 안광학상수 변화도 분석을 통한 양안 굴절이상 차이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59세의 건강한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KR-8800을 이용하여 등가구면 굴절력과 
각막곡률 반경을, IOL Master를 사용하여 안축장길이와 전방깊이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값의 차이는 우안 측정값-좌안 
측정값의 차이값에 절대 값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등가구면 굴절력은 –1.83±2.17D이고, 안축장길이는 
23.00∼24.99mm, 각막곡률반경은 7.50∼7.89mm, 전방깊이는 3.60∼4.09mm의 범위에서 가장 많았다. 양안 등가구면 
굴절력 차이에 따른 양안 안축장길이 차이와 양안 전방깊이의 차이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양안 굴절력 
차이에 의한 양안 안축장 길이 차이가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 양안 굴절력 차이는 안광학 상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양안 굴절력 차이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시기능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양안 굴절이상 차
이에 따른 요인별 분류를 통한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굴절이상, 안광학상수, 등가구면 굴절력, 각막곡률 반경, 안축장길이, 전방깊이

Abstract  The aim of study was to provide the preliminary data to find out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ce 
between both refractive errors through analysis of ocular components variation. We measured spherical 
equivalent power and corneal radius with KR-8800, and axial length and anterior chamber depth with IOL 
Master, and the difference of measuring values between the right eye and left eye was applied as the absolute 
values in 100  adults aged 20~59 years. In all participants, the most common results showed that spherical 
equivalent power was –1.83±2.17D, axial length was 23.00∼24.99mm, corneal radius was 7.50∼7.89mm, and 
anterior chamber depth was 3.60∼4.09mm.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both eyes in axial length 
and anterior chamber depth with the difference of both spherical equivalent power. The difference of both axial 
lengths was the biggest with the difference of both refractive errors, and shown the highest correlation. The 
convergence complex study through classification by aspects is needed since the difference of both refractive 
errors is closely related with ocular components variation, and poor visual function would be caused by the 
difference of both refractive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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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 의 굴 력은 각막과 수정체 굴 력, 안축장의 

길이, 방깊이, 유리체 길이, 안축장의길이/각막곡률반

경의 비, 각막곡률 반경, 각막두께 등의 안 학 상수와 

한 련이 있으며[1.2], 양안 굴 이상 차이는 각막이나 

수정체 변화로 인한 구면굴 력과 원주굴 력의 변화, 

축방향의 변화, 양안의 백내장 진행 속도차이 등이 원인

이었다[3,4]. 

부등시는 양안 굴 이상 차이가 2.00D 이상 차이가 나

는 경우를 의미하며, 임상 으로는 그 이하의 값도 의미

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5]. 이러한 부등시의 원인은 양

안 안축장 길이의 차이에 의하여 생기는 축성 부등시와 

양안 굴 이상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굴 성 부등시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양안 굴 이상 차이가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약간의 굴 이상 차이가 있는 생리

 굴 부등시가 부분이었다[6]. 

한 부등시는 굴 이상 종류에 따라 이종굴 부등시, 

단순 근시성 부등시, 단순 원시성 부등시, 복합근시성 부

등시, 복합 원시성 부등시로 나 는데 이  복합 근시성 

부등시가 가장 많았다[7].

부등시를 안경으로 굴  교정 할 경우 양안 굴 이상 

차이에 의하여 양안 망막상의 크기차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인 원인에 의하여 부등상시가 발생할 수 있

으며[8], 이러한 부등상시에 의하여 두통, 안정피로, 복시, 

입체시 하, 시기능 발달 등이 하된다고 보고되어 있

다[9,10]. 부등시 발생 비율은 체 조사 상자의 

4.7%[11], 우리나라 조사 상자에서도 3.6%로 보고되어 

있어 체 인구에서 부등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

았다[12].

지 까지 굴 이상과 안 학상수의 상 계 분석, 부

등시가 양안 시기능에 미치는 향  부등시 처방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양안굴 이상 차이에 따른 안 학상수 변화도 분석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안 안

축장 길이 차이, 각막곡률반경의 차이, 방 깊이의 차이 

 굴 이상도 차이에 따른 안축장길이, 각막곡률반경, 

방 깊이와의 상 성 분석을 통하여 양안 굴 이상 차

이에 의한 안 학 상수와의 상 성을 악하고자 한다. 

한 양안 굴 이상 차이의 원인을 악하여 양안 굴

이상 차이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 다.

2. 연구대상자 및 방법

2.1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상자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본 연구 

취지에 동의한 20-59세의 성인을 상으로, 시력에 향

을 주는 안질환이 없고 시력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건

강한 성인 100명(남자 36명, 여자 64명), 200안을 상으

로 측정하 다. 상자의 평균 연령은 39.58±13.55 (남자 

40.75 ± 12.18, 여자 37.87 ± 14.57)세 다. 

2.2 연구 방법

2.2.1 안광학상수 측정

굴 이상과 각막 곡률반경은 조 마비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굴 검사기 (Topcon KR-8800)를 사용하여 굴

이상도와 각막곡률반경을 3회 측정하여 구한 평균 등

가구면 굴 력과 각막곡률반경을 사용하 다.   조 마

비제의 사용유무에 따른 검사 결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조 마비하의 굴 검사 결과가 더 높은 (+) 굴 력의 결

과를 보 지만 조 마비 과 후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고 보고되어 있어[13], 조 마비제를 사용하지 않은 검사 

값을 사용하 다. 

안축장의 길이와 방깊이는 IOL Master를 사용하여 

3회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 다.

양안굴 이상 차이와 안축장 길이 차이, 각막곡률반경

차이  방깊이의 차이는 우안 측정값-좌안측정값의 

차이 값에  값을 구하여 사용하 다.    

2.2.2 통계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Origin 8.5를 사용하여, 빈도

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선형회

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95% 신뢰

구간으로, p< 0.05일 경우에는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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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등가구면 굴절력과 양안 굴절이상차이

체 상안의 등가구면 굴 력은 –1.83±2.17D (남자 

–1.65±1.97D, 여자 –1.94±2.33D)로 여자의 등가구면 굴

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남·여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양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에 따른 양안 안축장길이 

차이, 양안각막곡률반경 차이, 양안 방깊이 차이를 나

타내었다<Table 1>. 양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가 0.25D 

이하인 경우 양안 안축장길이의 차이는 0.14± 0.09mm. 

양안각막곡률반경의 차이는 0.06±0.05mm, 양안 방깊

이의 차이는 0.07±0.08mm, 양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가 

0.50∼0.75D인 경우 양안 안축장길이의 차이는 0.15±0.10mm. 

양안 각막곡률반경의 차이는 0.05±0.06mm 양안 방깊

이의 차이는 0.08±0.08mm로 나타났다. 양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가 1.00∼1.25D인 경우 양안 안축장길이의 차

이는 0.24±0.21mm. 양안각막곡률반경의 차이는 0.05±0.06mm, 

양안 방깊이의 차이는 0.07±0.04mm로 나타났으며, 양

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가 1.50∼1.75D인 경우 양안 안

축장길이의 차이는 0.59±0.41mm. 양안 각막곡률반경의 

차이는 0.04± 0.04mm, 양안 방깊이의 차이는 0.07±0.06mm

로 나타났다. 양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가 2.00D 이상인 

경우 양안 안축장길이의 차이는 1.23±1.03mm. 양안각막

곡률반경의 차이는 0.08±0.07mm, 양안 방깊이의 차이

는 0.19±0.17mm로 나타났다. 

｜ASE｜(D)
｜AAL｜

(mm)

｜ACR｜

(mm)

｜AACD｜

(mm)

0 to 0.25 0.14±0.09 0.06±0.05 0.07±0.08

0.5 to 0.75 0.15±0.10 0.05±0.06 0.08±0.08

1 to 1.25 0.24±0.21 0.05±0.06 0.07±0.04

1.5 to 1.75 0.59±0.41 0.04±0.04 0.07±0.06

2 ≤ D 1.23±1.03 0.08±0.07 0.19±0.17

｜ASE｜: asymmetry spherical equivalent, ｜AAL｜: asymmetry 

axial length, ｜ACR｜: asymmetry corneal radius, ｜AACD｜: 

asymmetry anterior chamber depth.

<Table 1> Ocular components according to refractive
errors

3.2 양안 안축장길이 차이

체 상안 우안의 안축장길이의 빈도수와 양안 안

축장길이의 차이를 나타냈다<Table 2>. 체 상안의 

우안  안축장길이는 23.00∼24.99mm가 43%(남자 47.2%, 

여자 40.6%), 25.00∼26.99mm가 30%(남자 27.8%, 여자 

31.3%), 27.00∼27.99mm가 15%(남자 19.4%, 여자 12.5%), 

21.00∼22.99mm가 12%(남자 5.6%, 여자 15.6%)순으로 

나타났다. 양안 안축장길이의 차이는 27.00∼27.99mm가 

0.57±0.88mm, 25.00∼26.99mm가 0.32±0.36mm, 21.00∼

22.99mm가 0.18±0.17mm, 23.00∼24.99mm가 0.17± 

0.11mm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216, p=0.007).

axial length of right eye (mm)

21.00 to 

22.99

23.00 to 

24.99

25.00 to 

26.99

27.00 to 

27.99

Males
｜AAL｜ 0.13±0.11 0.18±0.11 0.36±0.34 0.93±1.17

n 2 17 10 7

Females
｜AAL｜ 0.19±0.19 0.15±0.11 0.31±0.37 0.26±0.34

n 10 26 20 8

Total
｜AAL｜ 0.18±0.17 0.17±0.11 0.32±0.36 0.57±0.88

n 12 43 30 15

｜AAL｜: asymmetry axial length

<Table 2> Variation of axial length asymmetry  

양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와 양안 안축장길이 차이

의 상 성을 나타낸 그래 로[Fig. 1], 양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와 양안 안축장길이의 차이는 양의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762,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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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herical equivalent asymmetry by Axial 
length 

3.3 양안 각막곡률반경 차이 

체 상안 우안의 각막곡률반경 빈도수와 양안 각

막곡률반경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체 상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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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 각막곡률반경은 7.50∼7.89mm가 51%(남자 52.8%, 

여자 50%), 7.90∼8.29mm가 31%(남자 38.9%, 여자 26.6%), 

7.10∼7.49mm가 13%(남자 8.3%, 여자 15.6%), 8.30∼

8.49mm가 5%(여자 7.8%)순으로 나타났다. 양안 곡률반

경의 차이는 8.30∼8.49mm가 0.08±0.05mm, 7.10∼

7.49mm가 0.07±0.09mm, 7.90∼8.29mm가 0.05±0.06mm, 

7.50∼7.89mm가 0.05±0.04mm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mean corneal radius of right eye (mm)

7.10 to 7.49 7.50 to 7.89 7.90 to 8.29 8.30 to 8.49

Males
｜ACR｜ 0.03±0.02 0.05±0.04 0.03±0.03

n 3 19 14

Females
｜ACR｜ 0.09±0.11 0.05±0.04 0.07±0.07 0.08±0.05

n 10 32 17 5

Total
｜ACR｜ 0.07±0.09 0.05±0.04 0.05±0.06 0.08±0.05

n 13 51 31 5

｜ACR｜: asymmetry corneal radius, ｜AACD｜: asymmetry anterior 

chamber depth

<Table 3> Variation of mean corneal radius asymmetry

양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와 양안 각막곡률반경 차

이의 상 성을 나타낸 그래 로[Fig. 2], 양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와 양안 각막곡률반경의 차이는 상 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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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herical equivalent asymmetry by Corneal 
radius 

3.4 양안 전방깊이 차이 

체 상안 우안의 방깊이의 빈도수와 양안 방

깊이의 차이를 나타냈다<Table 4>. 체 상안의 우안 

방깊이는 3.60∼4.09mm가 37%(남자 44.5%, 여자 

32.8%), 3.10∼3.59mm가 34%(남자 33.3%, 여자 34.4%), 

2.60∼3.09mm가 22%(남자 22.2%, 여자 21.9%), 4.10∼

4.39mm가 7%(여자 10.9%)순으로 나타났다. 양안 방깊

이의 차이는 4.10∼4.39mm가 0.12± 0.13mm, 2.60∼

3.09mm가 0.09±0.11mm, 3.60∼4.09mm가 0.08±0.08mm, 

3.10∼3.59mm가 0.06±0.06mm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anterior chamber depth of right eye (mm)

2.60 to 

3.09

3.10 to 

3.59

3.60 to 

4.09

4.10 to 

4.39

Males
｜AACD｜ 0.14±0.15 0.06±0.04 0.09±0.11

n 8 12 16

Females
｜AACD｜ 0.07±0.06 0.07±0.06 0.07±0.06 0.12±0.13

n 14 22 21 7

Total
｜AACD｜ 0.09±0.11 0.06±0.06 0.08±0.08 0.12±0.13

n 22 34 37 7

｜AACD｜: asymmetry anterior chamber depth

<Table 4> Variation of anterior chamber depth 
asymmetry

양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와 양안 방깊이 차이의 

상 성을 나타낸 그래 로[Fig. 3], 양안 등가구면굴 력 

차이와 양안 방깊이 차이는 양의 상 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r=0.287, p=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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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herical equivalent asymmetry by Anterior 
chamber depth 

4. 고찰 및 결론

굴 이상은 민족과 인종별로 차이가 있고, 유  원

인이나, 사회문화  배경, 환경  요인, 각막과 수정체의 

굴 력, 안축장 길이, 각막 곡률반경 등의 안 학 상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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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근거리 작업 등이 원인으로 보고되어져 있으며

[14], 양안굴 이상 차이도 유  원인이나 환경  요인, 

안 학상수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등가구면 굴 력은 –1.83±2.17D이

고, 양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에 따른 양안 안축장길이 

차이와 양안 각막곡률반경 차이, 양안 방깊이의 차이는 

양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가 증가할수록 양안 안축장길

이 차이, 양안 각막곡률반경 차이, 양안 방깊이 차이가 

증가하 다. 한, 양안등가구면 굴 력 차이에 따른 안

학 상수의 차이는 양안 안축장길이 차이가 가장 큰 차

이를 보여 굴 이상과 안 학상수 사이의 높은 상 성 

계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15].

안축장길이는 21.00∼27.99mm이고 23.00∼24.99mm

가 43%로 가장 많이 분포하 으며, 양안 안축장길이의 

차이는 27.00∼27.99mm가 0.57± 0.88 mm로 가장 큰 차

이를 보 다. 각막곡률반경은 7.10∼8.49mm이고, 7.50∼

7.89mm가 51%로 가장 많이 분포하 으며 양안 각막곡

률반경 차이는 8.30∼8.49mm가 0.08±0.05mm로 가장 큰 

차이를 보 다. 방깊이는 2.60∼4.39mm이고 3.60∼

4.09mm가 37%로 가장 많이 분포하 으며, 양안 방깊

이의 차이는 4.10∼4.39mm가 0.12±0.13mm로 가장 큰 차

이를 보 다. 한 양안 등가구면 굴 력 차이에 따른 양

안 안축장 길이의 차이와 양안 방깊이의 차이가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양안 안축장 길이의 차이가 가장 

높은 상 성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양안 굴 력 차이에 의한 양안 안축장 길

이 차이, 양안 각막곡률반경 차이, 양안 방깊이 차이  

양안 안축장 길이 차이가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상 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양안 굴 력 차이는 안

학 상수와 한 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양안 굴 력 차이는 여러 가지 시기능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양안 굴 이상 차이에 따른 요인별 분

류를 통한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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