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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초점인공수정체와 연속초점인공수정체의 임상결과 비교
Clinical Outcomes of Patients Implanted with Bifocal and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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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compare the postoperative clinical outcomes after cataract surgery with implantation of bifocal intraocular lenses
(IOLs) and extended depth of focus (EDOF) IOLs.
Methods: A total of 60 pati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each group included 20 patients of 40 eyes: group A with a
+3.25 D bifocal IOL in both eyes, group B with an EDOF IOL in both eyes, and group C with a +3.25 D bifocal in one eye and an
EDOF IOL in the other eye.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patients’ medical charts to analyze their binocular uncorrected visual acuities (UCVAs; distant, intermediate, and near) and refraction at postoperative 3 months.
Results: The binocular distant UCVAs were 0.04 ± 0.01, 0.05 ± 0.02, and 0.04 ± 0.01 in groups A, B, and C, respectively, and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p > 0.05). The intermediate UCVAs were 0.16 ± 0.01, 0.10 ± 0.01, and 0.10 ±
0.01, respectively, and group A was the lowest (A–B, p = 0.031; A–C, p = 0.018; B–C, p = 1.000). The near UCVAs were 0.05 ±
0.01, 0.24 ± 0.01, and 0.13 ± 0.01, respectively,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A–B, p < 0.001, A–C:
p = 0.009; B–C, p = 0.003).
Conclusion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in binocular distant UCVA, and groups B and C
showed better intermediate UCVAs than group A. Near UCVA was ranked in the order of groups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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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은 노화에 의한 수정체 혼탁으로, 고령환자들에서
1
발생하는 시력 저하의 흔한 원인이다. 과거에는 백내장수

술 후 원거리 시력을 회복하고 안경교정을 통해 근거리 시
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백내장수술 기
법과 인공수정체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안경교정 없이 근거
리와 원거리 시력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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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초점인공수정체에 비해 만족할 만한 근거리 및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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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연구에서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
2-9

시력 교정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양안에 서

로 다른 종류의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에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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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력예후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1 그러나 지금

양안에 동일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환자와 양안에 각각 다

까지 사용된 이중초점인공수정체는 원거리와 근거리에만

른 인공수정체를 혼합 삽입한(mix and match) 환자의 술

초점이 맞춰져 중간거리 시력이 부족한 단점이 있으며, 특히

후 임상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젊은 연령대의 백내장수술 환자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 중간거리 시력 요구가 많아 기존의 이중초점인공수정체

대상과 방법

로는 안경을 완전히 벗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
5,12

다.

그리하여 애슐렛(Echelette) 회절 기술과 무색수차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원에서 노년성 백내

®

장을 진단받고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삽입술

(Achromatic) 기술을 이용한 연속초점인공수정체인 TECNIS

Symfony (ZXR00, Johnson & Johnson Surgical Vision,

을 시행한 환자 60명 120안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

13-15
이는 중거리
Inc., Santa Ana, CA, USA)가 개발되었고,

였다(Fig. 1). 추적 관찰이 3개월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

와 근거리 시력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로, 백내장 외에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막혼탁, 약

그러나 다초점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른 원거리, 중거리,

시, 녹내장, 시신경병증, 망막이상 등의 다른 안과적 질환이

근거리 시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이

있는 경우나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중초점인공수정체와 연속초점인공수정체의 안정성과 거리

현저한 인공수정체 중심부 이탈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

에 따른 시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난시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정체유화술 후 이중초점

위해 각막난시가 1.0D 이상인 경우도 제외하였다. 수정체

인공수정체 또는 연속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한 환자에서

유화술 후 양안에 +3.25D 덧댐굴절력을 가지는 이중초점

Figure 1. Flow diagram of the study. Their medical records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120 eye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ifocal intraocular lens (IOL) implantation in both eyes, extended depth of focus (EDOF) IOL implantation in both eyes and Bifocal
& EDOF IOL implantation in each eye. In these three groups, distant, intermediate, and near visual acuity, spherical equivalent, and
astigmatism were examined at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tim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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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체(TECNISⓇ Multifocal ZLB00, Johnson & Johnson

각막난시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시력은 양안을 모두 뜬 상

Surgical Vision, Inc.)를 삽입한 환자 20명 40안(A군), 양안

태에서 명소시(photopic condition, 85 cd/m2) 조건하에서

에 연속초점인공수정체(TECNIS® Symfony ZXR00, Johnson

평가하였다. 근거리 시력은 33 cm에서, 중거리는 66 cm에

& Johnson Surgical Vision, Inc.)를 삽입한 환자 20명 40안

서 Jaeger standard 시력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원거리

(B군), 양안에 각각 다른 인공수정체를 혼합 삽입한 환자

시력은 5 m에서 한천석 시력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20명 40안(C군)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양안에 각각 다른

각의 측정된 시력은 통계적 분석을 위해 logarithm of mini-

인공수정체를 혼합 삽입한 경우에는 우세안에 연속초점인

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 변환을 하였으며, 근거

공수정체를, 비우세안에 이중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하였다.

리와 중거리의 경우 Journal of Refractive Surgery에서 제

본 연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시한 변환표를 참고하였다. 구면렌즈대응치, 구면굴절치 및

받고 승인받았다(승인 번호: 05-2019-048).

난시는 자동굴절검사기(RK-F2, Canon, Tokyo, Japan)를 이

수술 전 IOL master (Carl Zeiss, Jena, Germany)를 이용

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여 안축장과 각막곡률을 측정하여 인공수정체 도수를 측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8.0 (SPSS Inc, Chicago,

정하였고, 목표 도수는 수술 후 최대 정시안에 가깝도록 인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Kolmogorov-Smirnov

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였다. 모든 환자는 한 명의 수술자

검정상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였다. 수술 전과 후의 시력은

(J.E.L)에 의해 백내장수술이 진행되었으며, 0.5% propar-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세 군 간 측정값의 비

acaine hydrochloride (Alcaine, Alcon, Fort Worth, TX, USA)

교는 Stu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유의도(p값) 0.05 미만인

로 점안마취하에 5% potadine 용액으로 결막 소독 후 시행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되었다. 이측부에 투명각막절개를 하고 점탄 물질 1.6% sodium hyaluronate/4% chondroitin sulfate (DisCoVisc, Alcon)

결

과

를 전낭에 채워 넣고 인공수정체 광학부보다 약간 작은 5 mm
크기의 원형 전낭 절개를 시행하였다. 관류액을 사용하여

환자 60명 120안 중에서 남자는 28명, 여자는 32명이었

수력분리술 혹은 수력분층술을 시행한 뒤 초음파유화기

으며, 평균 연령은 56.0세였다. A군의 평균 연령은 56.4세,

(Infinity, Alcon)로 핵의 수정체유화술과 피질 흡입을 시행

B군의 평균 연령은 53.8세, C군의 평균 연령은 57.8세였다.

하였다. 이후 다초점인공수정체를 injector system으로 수정

수술 전 세 군의 최대교정시력 및 각막난시에는 유의한 차

체낭 내에 삽입한 후 관류흡입장치로 점탄 물질을 제거하

이가 없었으나 구면렌즈대응치, 구면굴절치 및 전체 난시

였고, 투명각막절개는 기질수화(stromal hydration)를 시행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원거리(5 m) 양안 나안시력의 경우, A군은 수술 전 0.26

하였다.
수술 전과 수술 후 1주, 1개월, 3개월째 양안 원거리, 중

± 0.23에서 술 후 1주, 1개월, 3개월에 각각 0.08 ± 0.06,

거리, 근거리 시력과 구면렌즈대응치, 구면굴절치, 전체 및

0.04 ± 0.01, 0.04 ± 0.01로 측정되었다. B군은 수술 전 0.27

Table 1. Demographics of the study groups

Eyes/patients
Sex (male:female)
Age (years)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Spherical equivalent (D)
Spherical errors (D)
Cylindrical errors (D)
Corneal astigmatism (D)
IOP (mmHg)

Group A

Group B

Group C

40/20
7:13
56.35 ± 6.41
0.05 ± 0.05
-0.10 ± 2.09
0.25 ± 2.22
-0.68 ± 0.61
-0.21 ± 0.56
16.18 ± 3.32

40/20
16:4
53.80 ± 8.18
0.09 ± 0.09
-2.44 ± 6.10
-1.77 ± 5.98
-1.34 ± 0.73
-0.55 ± 1.16
16.7 ± 2.16

40/20
5:15
57.80 ± 7.12
0.07 ± 0.06
0.03 ± 1.05
0.42 ± 1.00
-0.79 ± 1.06
-0.21 ± 0.40
16.8 ± 2.77

p-value*
(A-B, A-C, B-C)
0.312, 0.431, 0.185
0.135, 0.352, 0.554
0.027, 0.776, 0.015
0.050, 0.688, 0.028
<0.001, 0.340, <0.001
0.114, 0.954, 0.107
0.380, 0.375, 0.92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Group A is bifocal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B is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C is bifocal and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each eye.
logMAR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D = diopter; IOP = intraocular pressure.
*
Student t-test.

837

- 대한안과학회지 2019년 제 60 권 제 9 호 -

± 0.21에서 술 후 1주, 1개월, 3개월에 각각 0.08 ± 0.06,

상승하였다(A, p<0.001; B, p=0.001; C, p<0.001) (Fig. 4).

0.05 ± 0.02, 0.05 ± 0.02로 측정되었다. C군은 수술 전 0.23

술 후 3개월째 원거리 시력의 경우, 세 군에서 유의한 차

± 0.18, 술 후 1주, 1개월, 3개월에 각각 0.07 ± 0.06, 0.03

이가 없었으나 중거리 시력의 경우에는 A군이 나머지 두

± 0.01, 0.03 ± 0.01로 측정되었다. 세 군 모두 수술 전에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B와 C군은 유의한 차이가

비해 술 후 3개월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력이 상

없었다. 근거리 시력의 경우에는 A군, C군, B군의 순서로

승하였다(A, B, C: p<0.001) (Fig. 2).
중거리(66 cm) 양안 나안시력의 경우, A군은 수술 전
0.20 ± 0.14, 술 후 1주, 1개월, 3개월에 각각 0.17 ± 0.09,
0.16 ± 0.01, 0.16 ± 0.01로 측정되었다. B군은 수술 전 0.35 ±
0.19, 술 후 1주, 1개월, 3개월에 각각 0.20 ± 0.15, 0.12 ±
0.02, 0.10 ± 0.01로 측정되었으며, C군은 수술 전 0.26 ±
0.11, 술 후 1주, 1개월, 3개월에 각각 0.21 ± 0.13, 0.11 ±
0.01, 0.10 ± 0.01로 측정되었다. A군은 수술 전에 비해 술
후 유의한 시력 상승은 없었으나, B군과 C군에서는 수술
전에 비해 술 후 3개월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력
이 상승하였다(A, p=0.178; B, p<0.001; C, p<0.001) (Fig. 3).
근거리(33 cm) 양안 나안시력의 경우, A군은 수술 전

에 비해 술 후 3개월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력이

Figure 3. Comparison of postoperative intermediate uncorrected visual acuity (logM AR). Group B and C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compared with group A.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group B and C. Group A
means bifocal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B means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C means bifocal and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each eye. LogM AR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Figure 2. Comparison of postoperative distant uncorrected visual acuity (logM AR). Distant uncorrected visual acuity was
improved with significant difference,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3 months postoperatively.
Group A means bifocal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B means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C means bifocal and extended
d e p th o f fo c u s in tra o c u la r le n s im p la n ta tio n in e a c h e y e .
LogM AR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Figure 4. Comparison of postoperative near uncorrected visual
acuity (logM AR). Group A showed the highest improvement
and group B showed the lowest improvement.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s among groups. Group A means bifocal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B means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C means bifocal and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each eye. LogM AR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0.38 ± 0.24, 술 후 1주, 1개월, 3개월에 각각 0.15 ± 0.09,
0.05 ± 0.01, 0.05 ± 0.01로 측정되었다. B군은 수술 전 0.44
± 0.22, 술 후 1주, 1개월, 3개월에 각각 0.32 ± 0.19, 0.25
± 0.05, 0.24 ± 0.01로 측정되었으며, C군은 수술 전 0.40
± 0.27, 술 후 1주, 1개월, 3개월에 각각 0.18 ± 0.12, 0.13
± 0.02, 0.13 ± 0.01로 측정되었다. 세 군 모두에서 수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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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좋은 시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 군에서 거리에

할 수 있어, 백내장수술 후에 근거리에서도 안경을 벗고자

따른 시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A군에서는 중거리 시력이

하는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원거리 및 근거리 시력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원거리 시

미흡한 중거리 시력에 대한 보완으로 연속초점인공수정체

력과 근거리 시력의 차이는 없었다. B군에서는 원거리, 중

가 개발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단초점인공수정체

거리, 근거리 순서로 시력이 좋았으며 각각의 시력은 유의

와 비교하여 연속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한 환자에서 근거

한 차이를 보였다. C군에서는 원거리 시력이 중거리 및 근

리뿐 아니라 중거리에서도 시력 향상됨이 보고되고 있다.

거리 시력보다 유의하게 좋았으며, 중거리 시력과 근거리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안에 이중초점인공수정체, 양안

시력의 차이는 없었다(Table 2, Fig. 5).

에 연속초점인공수정체, 그리고 양안에 이중초점인공수정

16

술 후 3개월째 구면렌즈대응치 및 구면굴절치는 세 군에

체와 연속초점인공수정체를 혼합 삽입한 환자에서 술 후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 및 각막난시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양안 시력을 서로 비교 분석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혼합 삽입

보았다.

군인 C군에서 삽입한 인공수정체에 따라 굴절이상을 비교

Kretz et al18의 연구에 의하면, 양안에 이중초점인공수정

하기 위해 이중초점인공수정체 삽입안과 연속초점인공수

체를 삽입한 환자의 술 후 3개월째 원거리, 중거리 및 근거

정체 삽입안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는데, 술 후 3개월째

리 양안 시력은 -0.01 ± 0.05, 0.06 ± 0.09, 0.00 ± 0.00로,

구면렌즈대응치의 경우, 이중초점인공수정체 삽입안은 -0.16
± 0.36D, 연속초점인공수정체 삽입안은 -0.74 ± 0.40D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및 각막난시의 경우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고

찰

인공수정체는 백내장수술 후 무수정체 상태를 교정하는
중요한 안내삽입물로 1950년대에 Ridley에 의해 개발된 후
부터 디자인과 재질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노안과 난시를
동시에 교정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17 인공수정체의 사
용으로 백내장수술 후에 획기적인 시력 개선을 얻을 수 있
었지만 인체의 수정체와 달리 탄력성이 없어 조절력이 소
실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단초점인
공수정체와 달리 2개 혹은 그 이상의 초점을 가지도록 고
안되어 돋보기 없이도 근거리와 원거리 시력을 모두 기대

Figure 5. Binocular visual acuity at various defocus levels.
Group A is bifocal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B is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 im 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C is bifocal and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each eye. D = diopter.

Table 2. Postoperative binocular uncorrected visual acuity

Distant visual acuity
(logMAR)
Intermediate visual acuity
(logMAR)
Near visual acuity
(logMAR)
*
p-value (D-I, D-N, I-N)

Group A

Group B

Group C

0.04 ± 0.01

0.05 ± 0.02

0.04 ± 0.01

0.16 ± 0.01

0.10 ± 0.01

0.10 ± 0.01

0.05 ± 0.01

0.24 ± 0.01

0.13 ± 0.01

<0.001, 0.494, <0.001
(D = N < I)

0.047, <0.001, <0.001
(D < I < N)

<0.001, <0.001, 0.137
(D < I = N)

p-value*
(A-B, A-C, B-C)
0.586, 0.712 ,0.781
(A = B = C)
0.031, 0.018, 1.000
(B = C < A)
<0.001, 0.009, 0.003
(A < C < B)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Group A is bifocal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B is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C is bifocal and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each eye.
LogMAR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D = distant visual acuity; I = intermediate visual acuity; N = near visual acuity.
*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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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stoperative refractive errors in the study groups

Spherical equivalent (D)
Spherical errors (D)
Cylindrical errors (D)
Corneal astigmatism (D)

Group A

Group B

Group C

-0.24 ± 0.39
0.04 ± 0.39
-0.55 ± 0.27
-0.44 ± 0.53

-0.70 ± 0.59
-0.39 ± 0.60
-0.62 ± 0.44
-0.69 ± 1.25

-0.45 ± 0.47
-0.20 ± 0.49
-0.49 ± 0.29
-0.55 ± 0.99

p-value*
(A-B, A-C, B-C)
<0.001, 0.043, 0.022
<0.001, 0.027, 0.047
0.381, 0.446, 0.106
0.236, 0.429, 0.38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Group A is bifocal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B is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both eyes, Group C is bifocal and extended depth of focus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each eye.
D = diopter.
*
Student t-test.

Table 4. Comparison of postoperative refractive errors in bifocal and EDOF implanted eyes in group C
Group C-bifocal
20/20
-0.16 ± 0.36
0.11 ± 0.38
-0.54 ± 0.25
-0.60 ± 0.90

Eyes/patients
Spherical equivalent (D)
Spherical errors (D)
Cylindrical errors (D)
Corneal astigmatism (D)

Group C-EDOF
20/20
-0.74 ± 0.40
-0.51 ± 0.39
-0.45 ± 0.34
-0.50 ± 1.08

p-value*
<0.001
<0.001
0.273
0.51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Group C is bifocal and EDOF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each eye.
EDOF = extended depth of focus; D = diopters.
*
Student t-test.

본 연구의 A군 결과와 비슷하게 근거리에서는 원거리와 거

선이 중거리에서는 B군과 비슷하게, 근거리에서는 A군과

의 동일한 시력을 보였으나 중거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슷하게 형성되는 양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

시력 결과를 보였고, Yang et al 의 연구에서도 술 후 3개

술 후 구면렌즈대응치는 B군이 A군에 비해 약 0.5D의

월째 중거리 양안 시력은 0.09 ± 0.09로 상대적으로 낮은

근시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가졌다. 그러나 근거리

결과를 보였다.

시력은 B군보다 A군이 더 좋은 역설적인 결과를 보였다.

양안에 연속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한 Pilger et al16의 연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양안에 각각 다른 인공수정체를 혼

구에서 환자의 술 후 3개월째 원거리, 중거리 및 근거리 양

합 삽입한 C군을 이중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안과 연속

안 시력은 -0.02 ± 0.08, -0.13 ± 0.07, 0.11 ± 0.07이었고,

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안으로 분리하여 술 후 구면렌즈

20

Ganesh et al 의 연구에서 술 후 6개월째 원거리, 중거리

대응치를 비교하였을 때, 이중초점인공수정체 삽입한 안에

및 근거리 양안 시력은 -0.036 ± 0.09, 0.048 ± 0.09, 0.152

비해 연속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안에서 앞선 결과와 비

± 0.11로, 본 연구의 B군 결과와 비슷하게 근거리 시력이

슷하게 약 0.5D의 근시를 보였다. Millán and Vega 는 연속

원거리나 중거리 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

초점인공수정체의 축상색수차(longitudinal chromatic aber-

여 연속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근거리 시력 확보가 제한적

ration)가 +0.46D라고 보고하였으며, 환자에게 삽입된 모든

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은 정시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

양안에 본 연구와 동일한 이중초점인공수정체와 연속초
21

22

러한 연속초점인공수정체 삽입안에서 측정된 잔존 근시는

점인공수정체를 혼합 삽입한 Black 의 연구에 의하면, 환

자동굴절검사기로 검사 시 원래보다 좀 더 근시로 측정되

자의 술 후 3개월째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양안 시력은 각

는 색수차 특성에 의한 오차로 생각된다. 따라서 세 군 간

각 -0.09 ± 0.06, -0.01 ± 0.07, 0.04 ± 0.07로, 이는 원거리

에 술 후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굴절이상은 실제로는 거의

에서 시력이 가장 우수하고 중거리, 근거리에서도 비교적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한 나안시력 측정에 굴절이상이 미치

우수한 시력을 나타내어 본 연구의 C군 결과와 비슷한 결

는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거리 시력은 연속초점인공

또한 수술 전 세 군의 난시 상태를 비교해보면, 연속초점

수정체가, 근거리 시력은 이중초점인공수정체가 담당하면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B군에서 -1.34 ± 0.73D로 전체 난시

서 각각의 인공수정체가 가진 단점을 상호보완한 것으로

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지만 각막난시(corneal astigma-

생각된다. 이는 본 연구의 초점심도 그래프에서 C군의 곡

tism)는 세 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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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난시(lenticular astigmatism)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실제로 백내장수술 후 B군에서 -0.62 ± 0.44D로 전체
난시가 감소하였고,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수술

7)

결과에 난시가 미치는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의 첫 번째 제한점은 대상자의 수가 각 군당 20명

8)

으로 적었다는 점이다. 추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수술 후 경과 관찰

9)

기간이 3개월로 짧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백내장수술의
경우에는 3개월의 경과 관찰기간 동안 대부분의 환자들이
임상적으로 안정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장기적인 경과 관찰

10)

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삽
입한 본 연구에서 다중초점거리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상
황을 고려한다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다소 짧을 수도 있

11)

다. 셋째로 후향적 연구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환자
의 주관적 만족도 및 불편 사항을 알 수 없었으며, 추후 후

12)

속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사료된다. 넷째로 수동굴
절검사(retinoscopic refraction)를 시행하지 않아 연속초점

13)

인공수정체 삽입안의 색수차에 의한 측정 오차를 보완하지
못해 잔여 굴절이상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원거리 시력은 A, B, C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14)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거리 시력은 B군과 C군에서 A군보다
우수한 양안 시력을 보였으며, 근거리 시력은 A군, C군, B

15)

군 순서로 우수한 양안 시력을 보여, 근거리의 정밀한 시력
을 요하는 환자일 경우 양안에 이중초점인공수정체를, 근
거리 및 중거리 모두에서 적당한 시력을 요하는 환자일 경

16)

우 양안에 각각 다른 인공수정체를 혼합 삽입하는 것이 좋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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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이중초점인공수정체와 연속초점인공수정체의 임상결과 비교
목적: 수정체유화술 후 이중초점인공수정체와 연속초점인공수정체를 양안에 동일 삽입한 환자와 양안에 혼합 삽입한 환자의 임상결
과를 비교하였다.
대상과 방법: +3.25D 덧댐굴절력을 가지는 이중초점인공수정체를 양안에 삽입한 환자를 A군, 연속초점인공수정체를 양안에 삽입한
환자를 B군, 양안에 각각의 인공수정체를 혼합 삽입한 환자를 C군으로 분류하였다. 각 군당 40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술 후 3개월
에 측정한 원거리, 중간거리 및 근거리 양안 시력과 굴절이상을 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A, B, C 세 군의 원거리 시력은 각각 0.04 ± 0.01, 0.05 ± 0.02, 0.04 ± 0.01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중거리 시력은 각각
0.16 ± 0.01, 0.10 ± 0.01, 0.10 ± 0.01로 A군이 나머지 두 군에 비해 낮은 시력을 보였으며 다른 두 군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A-B, p=0.031; A-C, p=0.018; B-C, p=1.000). 근거리 시력은 각각 0.05 ± 0.01, 0.24 ± 0.01, 0.13 ± 0.01이었으며 각 군 간에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A-B, p<0.001; A-C, p=0.009; B-C, p=0.003).
결론: 원거리에서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거리에서는 B와 C군이 A군보다 우수한 양안 시력을 보였으며, 근거
리에서는 A, C, B군 순서로 우수한 양안 시력을 보였다.
<대한안과학회지 2019;60(9):8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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