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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백내장 수술에서는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후

다양한 재질의 인공수정체가 삽입되고 있다. 이러한 인

공수정체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광학적인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며, 인공수정체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대하여서

는 몇몇의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아크릴 재

질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실리콘 재질의

인공수정체에 비하여 낮은 정도의 후낭 혼탁이 일어남

이 보고되어 있다.
1,2
또한, 소수성 아크릴 재질의인공수

정체의 경우 후낭에 대한 생물학적 친화성이 친수성 아

크릴 재질의인공수정체에 비하여 좋음이알려져 있다.
3

인공수정체의 생물학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에 비하여 서로 다른 인공수정체간의 광학적인 특

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시행되어 있지 않다. 최근 굴절

수술의 발달과 더불어, higher-order aberration이 주목

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굴절 수술은 안구와 각막의 aberration

을 증가시키며, coma- 혹은 spherical- aberration의 상

대적인 분포를 변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4,5

최근 백내장 수술에서는 아크릴 재질의 인공수정체

의 사용이 실리콘 재질 인공수정체에 비하여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6,7
이 연구에서는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후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3가지 종류의 아크릴

재질인공수정체를후방에 삽입한안구와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정상안에서 higher-order aberration

을 Hartmann-Shack type의 aberrometer를 이

용하여 측정하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2002년 1월부터 2002년 6월 사이에 한

명의 안과의사에 의해 시행된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후낭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51명의 51안과 같은

연령군의 정상 유수정체안 12안을 대상으로 전향적 분

석을 시행하 다. 안구의 aberration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신적인 질환이나 안과적 질환(예: 당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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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방법 : 백내장 수술시 후낭 내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51안과 정상안 12안을 대상으로 전향적 분석을 시행하

다. 14안에는 Acrysof
Ⓡ
MA60BM를, 18안에는 Sensar

Ⓡ
AR40을, 19안에는 Corneal

Ⓡ
ACR6D을 삽입하 다. 술후 1

개월에 Hartmann-Shack type의 aberromet er를 사용하여 aberrat i on을 측정하 다. 또한, 정상 유수정체안 12안의

aberrat i on을 측정하 다. 3차와 4차에 해당하는 각각의 Zerni ke 상수, 3차와 4차의 hi gher-order aberrat i on의 root

mean square (RMS) 값과 이를 종합한 전체 RMS값을 각 군 사이에서 비교하 다.

결과 : 3차와 4차에 해당하는 hi gher-order aberrat i on의 RMS값과 전체 RMS값은 각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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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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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결론 : 백내장 수술에서 상기 3가지 종류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안구에서 전반적인 hi gher-order aberrat i on은 정상

안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나, 국소적인 aberrat i on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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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병증, 연령 관련성 황반부 변성, 각막 혼탁 등)을

가진 환자들은 대상군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전의 안

과 수술 병력이 있는 경우도 제외되었다. 14안에는

Acrysof
Ⓡ
MA60BM (Alcon, Fort Worth, USA)를 삽입

하 고, 18명의 18안에는 Sensar
Ⓡ
AR40 (Allergan

Surgical, Irvine, USA)을, 19명의 19안에는 Corneal
Ⓡ

ACR6D (Corneal Laboratoire, France)을 삽입하 다.

모든 환자는 0.5% proparacaine hydrochloride

점안액(Alcaine
Ⓡ
; Alcon, Fort Worth, USA)을

술 전 점안하 다. 2.75 mm 폭의 각막 윤부 절개를

각막의 이측 혹은 비측 부위에 시행하 으며, 1.4%

sodium hyaluronate (Healon GV; Pharmacia,

Peapack, USA)를 전방 유지 및 각막 내피 보호에

사용하 다. 5.00 mm에서 5.25 mm 크기의 원형전

낭절개술을 26 gauge의 주사침으로 시행하고, 수정체

핵을 제거한 후 관류흡입을 시행하 다. 후낭 파열 등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초음파 유화술 및 관류흡입술은 Sovereign
TM
기계

(Allergan Surgical, Irvine, USA)를 사용하여 시

행하 으며, 모든 인공수정체는 3.5 mm로 확장한 각

막윤부 절개부위를 통하여 인공수정체 주입기를 사용

하여 후낭에 삽입하 다. 인공수정체 삽입 후 각막 윤

부의 절개창은 봉합하지 않았다.
8

수술 후 1개월째, Zywave
TM
aberrometer (Bausch

& Lomb Surgical, Rochester, USA)를 사용하여 수술한

안구의 higher-order aberration을 측정하 다. 각막 부

종이나 다른 세극등 상으로 관찰 가능한 이상들(예: 각

막 혼탁, 데스메막 주름)이 발견된 경우는 제외하 다.

최대교정시력이 20/40 이하인 경우도 제외하 으며,

aberrometer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산이 시행되지 않

은 경우 역시 제외하 다. Aberration의 측정은 산동하

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운 검사실에서 시행하 고, 중심

부 4.00 mm의 동공에 대하여 시행되었다. 각 안에 대하

여 aberration의 측정은 최소 3차례에 걸쳐 시행하 다.

정상안에 대한 aberration의 측정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3차와 4차에 해당하는

Zernike 상수 값(Z3
-1
, Z3

1
, Z3

-3
, Z3

3
, Z4

0
, Z4

-2
, Z4

2
, Z4

-4
,

Z4
4
)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이 값들을 이용하여

coma-like aberration의 3차에 해당하는 RMS값 (S3),

spherical-like aberration의 4차에 해당하는 RMS값

(S4), 그리고, 이를 종합한 전체 higher- order

aberration을 측정할 수 있었다(RMSH; S3와 S4를 이용

하여 계산한 root mean square값). 4차까지의 Zernike

상수에 대한 정의 및 의미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으

로 알고 있는 root mean square 값의 정의는 다음과 같

으며, S3, S4, RMSH값은 이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Table 1. Notation and description of Zernike polynomials up to the 4
th
order

Term Zn
m

Order n Polar form Cartesian form Description

Z0
0

Z1
-1

Z1
1

Z2
-2

Z2
0

Z2
2

Z3
-3

Z3
-1

Z3
1

Z3
3

Z4
-4

Z4
-2

Z4
0

Z4
2

Z4
4

0

1

1

2

2

2

3

3

3

3

4

4

4

4

4

1

ρsinθ

ρcosθ

θ
2
sin 2θ

2ρ
2
-1

ρ
2
cos 2θ

ρ
3
sin 3θ

(3ρ
3
-2ρ) sinθ

(3ρ
3
-2ρ) cosθ

ρ
3
cos 3θ

ρ
4
sin 4θ

(4ρ
4
-3ρ

2
) sin 2θ

6ρ
4
-6ρ

2
+1

(4ρ
4
-3ρ

2
)cos 2θ

ρ
4
cos 4θ

1

x

y

2xy

-1+2x
2
+2y

2

-x
2
+y
2

-x
3
+3xy

2

-2x+3x
3
+3xy

2

-2y+3x
2
y+3y

3

-3x
2
y+y

3

-4x
3
y+4xy

3

6xy+8x
3
y+8xy

3

1-6x
2
-6y

2
+6x

4
+12x

2
y
2
+6y

4

3x
2
-3y
2
-4x
4
+4y

4

X
4
-6x
2
y
2
+y
4

Piston term

Tilt about y axis

Tilt about x axis

Astigmatism with axis at ±π/4

Focus shift

Astigmatism with axis at 0 or π

Triangular astigmatism with base on x axis

Third order coma along y axis

Third order coma along x axis

Triangular astigmatism with base on y axis

Fourth order spherical aber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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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σ2

σ
2
=(c10

2
+c11

2
)+ 1
6
(c20

2
+c21

2
+c22

2
)

+
1
8
(c30

2
+c31

2
+c32

2
+c33

2
)

+(c40
2
+c41

2
+c42

2
+c43

2
+c44

2
)

자료의 분석은 SPSS v11.5 통계 package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시행하

다. 각 군의 평균 연령과 평균 최대 교정 시력은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또한,

각각의 Zernike 상수와 S3, S4, 그리고 RMSH에 대

한 분석 역시 Kruskal-Wallis test로 시행하 다.

여기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찰된 변수는 Mann-

Whitney U test로 각 군간 짝을 지어 비교를 시행하

다.

결 과

모든 군에서 평균 연령, 최대 교정시력 그리고 현성

굴절검사상 구면대응치 및 난시 정도의 평균값에서 통

계학적인 유의성의 차이는 없었다(Table 2). Z3
3
를

제외한 각각의 Zernike 상수는 각 군 사이에 차이가 없

었다(Fig. 1, Table 3). 유일하게 Kruskal-Wallis test상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Z3
3
에 대하여 각 군 사이에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한 결과, Acrysof
Ⓡ

MA60BM 인공수정체와 Sensar
Ⓡ

AR40

Table 3. Mean individual Zernike coefficients of each group

Z3
-1

Z3
1

Z3
-3

*Z3
3

Z4
0

Z4
2

Z4
-2

Z4
4

Z4
-4

Acrysof

(n=14)

0129±0.174 0.028±0.203 0.033±0.230 -0.304±0.232 -0.215±0.217 0.024±0.085 -0.025±0.041 0.113±0.153 0.056±0.108

Sensar

(n=18)

0.095±0.162 -0.012±0.118 0.07±0.177 -0.16±0.193 -0.171±0.086 0.027±0.078 -0.005±0.049 0.065±0.087 0.047±0.095

Corneal

(n=19)

0.136±0.243 0.014±0.128 -0.035±0.290 -0.143±0.235 -0.211±0.137 0.033±0.096 -0.02±0.047 0.057±0.11 0.066±0.121

Control

(n=12)

0.082±0.127 0.025±0.179 -0.037±0.120 0.014±0.123 -0.182±0.189 -0.014±0.058 -0.007±0.049 -0.019±0.096 -0.011±0.066

*By Kruskal Wallis 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p<0.01).

Zn
m
: Z ;Zernike coefficient, m; azimuthal frequency of the sinusoidal component, n; highest order of the radial polynomial.

Table 2. Mean age and mean best-corrected visual acuity of each group

Mean age (years) Mean BCVA SE (diopters) Astigmatism (diopters)

Acrysof (n=14)

Sensar (n=18)

Corneal (n=19)

Control (n=12)

60.5±8.25

64.3±8.21

61.5±8.77

57.7±7.54

0.825±0.103

0.779±0.218

0.795±0.128

0.760±0.179

-0.52±0.29

-0.47±0.38

-0.55±0.25

-0.49±0.31

0.91±0.56

1.03±0.65

0.87±0.54

0.84±0.46

By Kruskal-Wallis tes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groups (p>0.05).

BCVA; best-corrected visual acuity, SE; spherical equivalent.

Figure 1. Mean Zernike coeffients of eyes in each group.

Zn.m: Z; Zernike coefficient, m; azimuthal frequency of the

sinusoidal component, n; highest order of the radial

polynom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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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n calculated aberrations of the third and the

fourth order and the Root mean square value of higher-order

aberration up to the fourth order. S3; Root mean square

value of the third order aberration, S4; Root mean square

value of the fourth order aberration, RMSH; Root mean

square value of the higher-order aberration up to the fourth

order.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군에서 정상 유수정체안과 비

교하 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01),

Corneal
Ⓡ
ACR6D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에 있어

서도 정상 유수정체안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5). 또한, Acrysof
Ⓡ
MA60BM 인공수정체 삽

입군은 Corneal
Ⓡ
ACR6D 인공수정체 삽입군과도 유

의한 차이가 있음이 관찰되었다(p<0.05) (Table 4).

하지만, 3차와 4차 aberration의 RMS값(S3, S4) 및 전

체 RMS값 (RMSH)은 정상 유수정체안과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Fig. 2/Table 5).

고 찰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wavefront aberrometer

가 도입되면서 쉽게 안구의 aberration을 측정하여

Zernike 상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굴절교

정 레이저 각막절제술(PRK)이나 레이저 각막절삭가

공성형술(LASIK)을 시행한 경우에 안구 전체의 3

차 이상의 higher-order aberration이 증가함이

알려져 있다. 또한, PRK나 LASIK 후에는 각막의

higher-order aberration 역시크게증가함이알려져

있다.
4,5
그리고, 이러한 higher-order aberration은

근시나 난시등의 굴절치를 포함한 lower- order

aberration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9
일반적으로 시행되는굴절검사등의방법으로는측

정이나 예측이불가능하다. Higher-order aberration

은 상업적으로이용할 수 있는 aberrometer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는데, Hartmann-Shack (HS) type

의 aberrometer는 Hartmann-Shack 원리를 이

용하여, 국소적인 굴절의 변화를 측정하고, 안구의

wavefront 분석을 통하여 higher-order aberration

을 계산할 수 있는 장비이다. 맥락막의 한 점에 조사된

후 반사되어 나오는 레이저 광선의 wavefront를

Table 5. Mean higher-order aberration of each group

S3 S4 RMSH

Acrysof (n=14)

Sensar (n=18)

Corneal (n=19)

Control (n=12)

0.146±0.059

0.123±0.050

0.144±0.075

0.093±0.042

0.075±0.028

0.081±0.030

0.082±0.039

0.073±0.058

0.165±0.064

0.150±0.050

0.180±0.093

0.122±0.063

By Kruskal-Wallis test,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among groups (p>0.05).

S3; Root mean square value of the third order aberration, S4; Root mean square value of the fourth order aberration, RMSH;

Root mean square value of the higher-order aberration up to the fourth order.

Table 4. Difference between each groups in Z33

Z33 Acrysof Sensar Corneal

vs

p-value

Sensar

0.107

Corneal
†

0.029

Control
*

0.000

Corneal

0.638

Control
*

0.010

Control
†

0.012
*
By Mann-Whitney U 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p<0.01).
†
By Mann-Whitney U 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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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rration이 없는 이상적인 구면을 가정하여 계산된

reference point와 비교하여 displacement의 정도를

Zernike 상수로 계산하게 된다.
10-12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은

안구내 수정체가 제거되고 기존의 수정체와는 다른 재

질과 광학적인 성질을 가진 인공수정체가 삽입되므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인공수정체 삽입시 발생하는

lower-order aberration의 변화(예: 초점 이동이나

난시도의 변화) 이외에도 higher-order aberration

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백내장 수술 후의 higher-order aberration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문헌검색에 의하여 우리

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적은 수의 연구만이 알려져 있다.

Mierdel P. 등에 따르면,
13
10안의 백내장 수술 후

안구의 aberration을 측정한 결과, 백내장 수술을 시

행한 환자군의 higher-order aberration의 전체 평

균치는 정상안과 비교하여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각각

의 Zernike 상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Z3
-3
,Z4
2
그리고

Z4
4
에서 정상안의 변이 정도와 비교하여 통계학적인 유

의성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단지 10안만을

대상으로 하 으며, 삽입된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대한

기술도 없었다. 최근의 백내장 수술에서는 아크릴 재질

의 인공수정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널리 보급되어 있는 세 가지의 아크릴 재질의 인공수정

체 삽입군과 정상 유수정체안에 대하여 higher- order

aberration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 다.

Acrysof
Ⓡ
MA60BM은 접힘 가능한 3 piece의 인

공수정체로, 광학부는 소수성 재질로 butanediol

acrylate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2-phenylethylacry-

late과 2-phenylethymethacrylate의 중합체로 이루

어져 있으며, 지지부는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광학부의 굴절률은

1.55이며, 광학부의 지름은 6.0 mm, 전체 인공수정

체의 길이는 13.0 mm이다. 인공수정체는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광학부의 모서리는 각이 진 모

양을 가지고 있다. Sensar
Ⓡ
AR40는 phenylethyl

acrylate와 phenylethyl methacrylate의 중합체

로 구성된 광학부와 PMMA 재질의 지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굴절률은 1.47이다. 또한 인공수정체의 광학

부 지름은 6.0 mm이며 전체 길이는 13.0 mm이다.

광학부의 모서리는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다.

Corneal
Ⓡ
ACR6D는 친수성 아크릴 재질의 인공수정

체로서 광학부와 지지부가 하나로 구성된 one-piece

이며, 인공수정체 내의 수분 함량은 26%로 알려져 있

고, 굴절률은 1.465이다. 광학부의 길이는 6.0 mm이

고 전체 길이는 12.0 mm이다. 광학부의 모서리는 둥

거나 각이 진 모양(SE model)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Zernike 상수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는 Z3
3

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Zernike 상수에서 네 군 사이

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Z3
3
의

경우에는 네 군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추가적으로 양 군간 짝을 지어 비교한 결과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세 군 모두에서 정상 유수정체안

에 비하여 Z3
3
의 절대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또한

그 경향성은 Acrysof
Ⓡ
MA60BM를 삽입한 군에서

가장 큰 절대값을 보 고, Corneal ACR6D을 삽입

한 군이 정상안에 비하여 가장 작은 폭의 절대값을 보

다. 또한 Acrysof
Ⓡ
MA60BM 삽입군의 경우

Corneal
Ⓡ
ACR6D 삽입군에 비하여서도 유의한 정도

의 차이를 보 다. Z3
3
은 coma-like aberration의

3차에 해당하는 일부분으로서 y축을 base로 하 을

때 triangular astigmatism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알려져 있다. Oshika T. 등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삽입안에서 조절 증가시 각막에서 3차

에 해당하는 coma-like aberration이 증가된다고

하 다. 이는 단촛점을 가지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안

구에서 조절이 일어나는 경우 생기는 각막의 다초점성

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며, 인공수정체 삽입후 조절시

근거리 시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

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 다.
14
하지만, 이 연구는 정상

안과 인공수정체 삽입안을 비교한 것은 아니며, 인공수

정체 삽입안에서 조절의 정도와 aberration의 변화

정도의 상관 관계를 보는 연구로서 정상안과 인공수정

체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주지는 못하 다.

Acrysof
Ⓡ
MA60BM 삽입군에서는 Z3

3
항목에서

Sensar
Ⓡ
AR40 인공수정체 삽입군을 제외한 다른 두

군에 비하여 유의한 정도로 절대값이 차이가 났으며,

Sensar
Ⓡ
AR40 인공수정체 삽입군에 비하여서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p=0.107), 절대값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큰 양상을 보여 주었다(Acrysof
Ⓡ

MA60BM -0.304±0.232, Sensar
Ⓡ
AR40 -0.16

±0.193). 그렇다고 하면, Acrysof
Ⓡ
MA60BM 인공

수정체 삽입군에서 다른 군들보다 Z3
3
항목에서 더 큰

절대값을 보이는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인공수정체의 디자인이나 다른 물리적인 특성 등

수많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중에서 흥미

로운 건 Acrysof
Ⓡ
MA60BM 인공수정체는 다른 인

공수정체 삽입군들에 비하여 in vitro 및 in vivo에서

모두 glistening의 발생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1994

년 이후 발매되었던 Acrysof
Ⓡ
인공수정체에서 처음 보

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Acrysof
Ⓡ
MA60BM

을 삽입한 일부 환자에서도 glistening이 발생함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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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고 있다.
15-19

Glistening은 흔히 “dust”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주변 매질의 온도가 변화할 때 팽창되어 있던

polymer network의 성분 분해가 일어 나면서 1.0

micron에서 20.0 micron 크기의 미세기포가 인공수정

체의 광학부에 생기는 현상이다. Glistening과

higher-order aberration 사이의 상관관계는 현재 밝혀

진 바 없지만, 이는 같은 아크릴 재질의 인공수정체라

도 제조기법이나 재질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물리화학

적인 특성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한 예로 생

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차이는 특정 인공수정체의 광

학적인 특성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

며, aberration에도 상응하는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군들에서 Z3
3
의 절대

값이 정상유수정체안에서 측정한 값에 비하여 높게 측

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정체 삽입군에서 전체

적인 higher-order aberration은 다른 군과 비교하

여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higher-order aberration

을 3차와 4차의 RMS값으로나누어 시행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 다. 따라서, 인공수정체 삽입군에서 높게 측

정된 Z3
3
의 절대값이 전체 aberration에 미치는 향

은 미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Zernike

특정상수들과 백내장 수술 후 주관적인 빛번짐이나 눈

부심 등의 임상증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는 부족한 실정이다. 단지, 몇몇 논문들에서만, 엑시머

레이저 각막 절제술 후 대비 감도가 저하된 경우에 있

어, aberration의 분포가 coma-like aberration에

서 spherical-like aberration 쪽으로 증가되었다

든지,
20
조절시 발생하는 coma-like aberration의

변화가 근거리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던지
14
하는 등

의 제한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전반적

인 higher-order aberration의 변화는 없더라도 국

소적인 aberration의 변화가 시력의 질에 어떤 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수술로 인한 각막의

aberration 변화를 전체 안구의 aberration과 분리

하여 계산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추

후 백내장 수술 후 각막 지형도를 이용한 각막의

aberration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4차까지의 higher-order aberration까

지만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기계의 한계점으로 인한 문제이다.

셋째, Acrysof
Ⓡ
MA60BM 삽입군에서 Z3

3
상수가 큰

변이를 보 는데, 환자의 이학적 검사시 glistening

의 정도 파악을 시행하지 못하 다. Glistening은

Acrysof
Ⓡ
MA60BM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는 특징적인

인공수정체의 물리화학적 변성 현상으로 이와

aberration의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역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환자의

aberration을 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측정하 다.

일반적으로 유수정체안에서는 산동된 상태에서

aberration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위수정체

안에서는 환자의 산동 정도에 따라 인공수정체의 광학

부 모서리가 노출될 수 있어 aberration의 변화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동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에 대한 연구가 백내장 수술 후 야간 눈부심이나

빛번짐 등과의 상관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아크릴 재질의 인공수정체

에 대한 연구만 시행하 으나, 실리콘 재질의 인공수정

체나 다촛점 인공수정체 등 종류에 따른 aberration의

변화가 추후 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Acrysof
Ⓡ
MA60BM, Sensar

Ⓡ

AR40, 그리고 Corneal
Ⓡ
ACR6D 세 가지 종류의 인

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 정상안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higher-order aberration의 차이는 없으나, 국소적

인 aberration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

며, 앞으로 특정 Zernike 상수에 대한 분석 및 임상증

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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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erration Change in Pseudophakia with Three Types of Acryl

Intraocular Lens

Jaewan Choi, M.D., Tae-Im Kim, M.D., Hungwon Tchah, M.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Purpose: To compare the aberration change in the pseudophakia with three types of acrylic intraocular lenses

(IOL) as well as with normal phakic eyes

Methods: This single-center prospective study comprised of 51 cataract patients who underwent cataract

surgery and 12 phakic eyes. Fourteen eyes received an Acrysof
Ⓡ
MA60BM, 18 eyes, a Sensar

Ⓡ
AR40, and

19 eyes, an Corneal
Ⓡ
ACR6D. One month after cataract surgery, the aberration of the eyes was measured

using a Hartmann-Shack type aberrometer. The same test was performed for 12 normal phakic eyes. The

individual Zernike polynomials, and the root mean square (RMS) values of the third and the fourth order

aberration among the groups were compared. The total RMS value of each group was also compared.

Results: The RMS value of the third and the fourth order aberration was similar in each group.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RMS value among the groups. An individual Zernike

coefficient (Z3
3
; triangular astigmatism with a base on the y axi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the

IOL implanted groups compared to the normal phakic eyes.

Conclusions: An ocular higher-order aberration after these 3 acrylic IOL implantations in cataract surgery is

similar to that of the normal phakic eyes, but can differ in the local aber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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