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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의 정상인에 있어서 90%가 백내장을 갖게 

되고,
1
 이들은 결국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백내장 

수술 시 다양한 재질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고 있고 이

러한 인공수정체는 각각의 다양한 생물학적, 광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술후 시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Guiaro et al은 각막의 광학적인 수차와 망막에 맺

히는 상의 질적인 측면에서 단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을 받은 환자의 경우 정상안과 비교하여 더 좋은 결과

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하 고,2,3 또한 수술 

후 야간에 눈부심이나 빛번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

아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의 질을 평가하는 여

러가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굴절교정 수술 후 시력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수

단으로 안구 수차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안구의 수차는 평면파(plane 

wavefront)가 Snell's law에 따라  굴절 될 때 기대

되는 상과 실제로 존재하는 상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으로 안구의 형태가 변하게 되면 수차 또한 변화를 일

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예를 들면 정상안에서 각

막의 positive 구면수차는 수정체의 negative 구면수

차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균형이 소실됨에 따라 시력의 질이 저하되는 한 원인이 

된다.
2,3
 또한 굴절 수술 후 각막의 정상구조가 변하는 

경우에 대개 안구 수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5,6
 

본 연구에서는 백내장 수술 시 다양한 재질과 형태를 

가진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군들과 정상 유수정체안의 

고위수차를 Hartmann-Shack type의 수차계를 이

용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2004년 3월부터 2004년 9월 사이에 한술

자 의해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후낭 인공수정체 삽

입술을 시행받은 80명의 80안과 같은 연령군의 정상 

유수정체를 가진 20명의 20안을 대상으로 전향적 분석

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각 20안에 AF-1
Ⓡ
 VA-60BB 

다양한 재질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인공수정체안에서 고위수차의 변화

권혁락․박혜련․구본술․김태임

성애병원 안과

목적 : 백내장 수술시 다양한 종류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군과 정상 유수정체안에서 고위수차를 비교하 다. 

대상과 방법 : 백내장 수술시 후낭 내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80안과 정상안 20안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비교하 다. 

AF-1Ⓡ (VA-60BB), CornealⓇ (ACR6D SE), SensarⓇ (AR40e), ClariFlexⓇ를 삽입한 각 20안의 술후 1개월 

때와 정상안에서, Hartmann-Shack type의 수차계(WASCA, Asclepion Meditec AG, Germany)를 사용하여 

중심부 4.5 mm 동공에 대하여 안구의 고위수차를 측정하여 각각의 Zernike 상수와 root mean square (RMS), 

전체 higher-order RMS (RMSH) 값을 비교하 다. 

결과 : 술후 각 군간의 Zernike 상수값은 Z3
-1
, Z3

3
, Z4

-4
, Z4

0
, Z4

4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이를 

토대로 계산한 3차(S3), 4차(S4) 그리고 전체 RMSH값 역시 각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결론 :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 삽입 후 고위수차의 변화는 정상안과 비교하여 인공수정체 광학부가 높은 굴절력

을 가질수록 증가하고, 인공수정체의 재질이 실리콘인 경우에는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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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 Japan), Corneal
Ⓡ
 ACR6D SE (Corneal 

Laboratoire, France), Sensar
Ⓡ
 AR40e (Allergan 

Surgical, Irvine, USA), ClariFlexⓇ (AMO, Santa 

Ana, USA)를 삽입하 다(Table 1). 

모든 환자는 0.5% proparacaine hydro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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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전 점안 후 각막의 이측 혹은 비측 부위에 3 mm 

폭의 투명각막 절개를 시행하 으며 1.4% sodium 

hyaluronate (Healon GVⓇ; Pharmacia, Peapack, 

USA)를 전방유지 및 각막내피세포 보호를 위하여 사

용하 다. 5.00 mm에서 5.25 mm 크기의 원형전낭

절개술을 26 gauge의 주사침으로 시행하고, 수정체 

핵을 제거한 후 관류흡입을 시행하 다. 후낭 파열 등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초음파 유화술 및 관류흡입술은 SovereignTM 기계

(Allergan Surgical, Irvine, USA)를 사용하여 시

행하 으며, 모든 인공수정체는 투명각막 절개부위를 

통하여 인공수정체 주입기를 사용하여 후낭에 삽입하

다. 인공수정체 삽입 후 투명각막 절개창은 봉합하지 

않았다.

수술 후 1개월째, WASCATM aberrometer 

(Asclepion Meditec AG, Germany)를 사용하여 

안구의 고위수차을 측정하 다. 세극등 검사에서 각막 

부종이나 다른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제외하 고, 최대

교정시력이 20/40 이하인 경우도 제외하 다. 수차의 

측정은 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운 검사실에서 시

행하 고, 중심부 4.5 mm의 동공을 기준으로 최소 3

차례에 걸쳐 시행하 다. 정상안에 대한 수차의 측정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 3차와 4

차에 해당하는 Zernike 상수 값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이 값들을 이용하여 coma-like aberration의 3차에 

해당하는 RMS값(S3), spherical-like aberration

의 4차에 해당하는 RMS값(S4), 그리고, 이를 종합

한 전체 RMSH를 계산할 수 있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v11.0 (SPSS INC., Chicago, USA)을 이

용하여 시행하 다. 각 군의 평균 연령과 평균 최대교

정시력은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 고 또한, 

각각의 Zernike 상수와 S3, S4, 그리고 전체 RMSH

에 대한 분석 역시 Kruskal-Wallis test로 하 다.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된 변수는 Mann-Whitney U 

test로 각 군간 짝을 지어 비교하 고 P value는 

0.05 미만을 유의한 차이로 정의하 다.

Table 2. Mean age and mean best-corrected visual acuity of each group (Mean±SD)

N Mean age(years)
Mean 

BCVA
SE

(diopters)
Astigmatism

(diopters)

AF-1Ⓡ

CornealⓇ

SensarⓇ

ClariFlexⓇ

Control

20

20

20

20

20

70.4±5.29

71.2±4.79

72.2±6.19

71.2±6.75

69.1±6.02

0.901±0.103

0.890±0.139

0.860±0.196

0.875±0.128

0.900±0.174

-0.43±0.21

-0.51±0.32

-0.49±0.28

-0.47±0.35

-0.50±0.38

0.88±0.48

0.91±0.56

0.79±0.52

0.84±0.59

0.93±0.44

By Kruskal-wallis tes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the groups (p>0.05).
BCVA: best-correct visual acuity. SE: spherical equivalent.

Table 1. IOLs characteristics

Refractive index (D) Material Optic diameter (mm) Design

AF-1Ⓡ

CornealⓇ

SensarⓇ

ClariFlexⓇ

1.522

1.465

1.47

1.47

Acryl
(hydrophobic)

Acrygel

(hydrophilic)

Acryl

(hydrophobic)
Silicone

6.0

6.0

6.0

6.0

Unequal biconvex 
Square edge

Equiconvex 

Square edge

Unequal biconvex 

OptiEdge
Unequal biconvex 

Opti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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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모든 군에서 평균연령, 최대 교정시력, 그리고 현성

굴절검사상 구면대응치 및 난시 정도의 평균값에서 통

계학적인 유의성의 차이는 없었다(Table 2). 

술후 각각의 Zernike 상수값의 평균치는 Z3
-1
, Z3

3
, 

Z4
-4, Z4

0, Z4
4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ig. 1, Table 3).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Zernike 상수값

에 대하여 각 군 사이에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한 결과 정상 유수정체안과 비교하여 AF-1
Ⓡ 
(VA 

-60BB) IOL 군과 ClariFlex
Ⓡ
 IOL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CornealⓇ (ACR6D SE) IOL 군과 

Sensar
Ⓡ 
(AR40e) IOL 군은 정상 유수정체안과 비

교하여 통계학적 유의성 차이는 없었지만, AF-1
Ⓡ 

(VA-60BB) IOL 군과 ClariFlexⓇ IOL 군과의 비

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4). 

Zernike 상수값을 토대로 계산한 술후 3차(S3)와 

4차(S4) 그리고 전체 RMSH 값은 각 군 사이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Table 5), 각 군 

사이에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한 결과 정상 

Table 4. Difference between each group in Zernike coefficients

AF-1 Corneal Sensar ClariFlex

vs *Corneal *Sensar *ClariFlex *Control Sensar *ClariFlex Control *ClariFlex Control *Control

Z3-1
Z33
Z4-4
Z40
Z44

0.024
0.018
0.036
0.043
0.008

0.031

0.009
0.040
0.041
0.013

0.009

0.023
0.029
0.015
0.034

0.017
0.024
0.033
0.005
0.021

0.107

0.163
0.423
0.237
0.099

0.047

0.039
0.005
0.021
0.033

0.426
0.251
0.213
0.077
0.087

0.012
0.035
0.049
0.004
0.022

0.492
0.278
0.089
0.137
0.099

0.028
0.019
0.038
0.004
0.008

*By Mann-Whitney U 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p<0.05).

Table 3. Mean individual Zernike coefficients of each group (Mean±SD)

N Z3
-3 *Z3

-1 Z3
1 *Z3

3 *Z4
-4 Z4

-2 *Z4
0 Z4

2 *Z4
4

AF-1Ⓡ

CornealⓇ

SensarⓇ

ClariFlexⓇ

Control

p-value

20

20

20

20

20

-0.124
±0.050
-0.072
±0.056
-0.070
±0.041
-0.045
±0.032
-0.062
±0.049
0.103

0.401
±0.235
0.182

±0.153
0.175

±0.163
0.081

±0.045
0.157

±0.123
0.032

0.302
±0.167
0.245

±0.102
0.236

±0.098
0.153

±0.065
0.231

±0.132
0.056

-0.342
±0.025
-0.280
±0.163
-0.256
±0.201
-0.227
±0.196
-0.291
±0.165
0.016

0.267
±0.186
0.173

±0.168
0.157

±0.152
0.126

±0.101
-0.147
±0.134
0.023

-0.039
±0.030
-0.044
±0.041
-0.031
±0.029
-0.029
±0.010
-0.031
±0.023
0.096

-0.239
±0.213
-0.145
±0.123
-0.136
±0.101
-0.063
±0.051
-0.104
±0.099
0.012

0.021
±0.012
0.023

±0.019
0.020

±0.015
0.014

±0.009
-0.021
±0.016
0.087

0.238
±0.201
0.125

±0.108
0.128

±0.127
0.039

±0.023
-0.058
±0.050
0.044

*By Kruskal Wallis 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p<0.05).
Z: Zernike coefficient. m: azimuthal frequency of the sinusoidal component. n: highest order of the radial polynom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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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Mean Zernike coeffients of eyes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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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체안과 비교하여 AF-1
Ⓡ 
(VA-60BB) IOL 군에

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 ClariFlex
Ⓡ
 

IOL 군에서 감소를 보 다. 또한 CornealⓇ (ACR6D 

SE) IOL 군과 Sensar
Ⓡ 
(AR40e) IOL 군은 정상 

유수정체안과 비교하여 증가를 보 지만 통계학적 유의

성은 없었고, ClariFlexⓇ IOL 군과 비교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를 보 다(Fig. 2, Table 6).

고    찰

안구의 고위수차는 여러 문헌의 보고에 의하면 연령

이 증가할수록, 라식 등의 굴절수술 후, 그리고 백내장 

발생과 연관되어 증가한다고 한다.
3-6
 

또한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은 안구내 수정체가 제거되고 기존의 수정체와 다른 

생물학적, 광학적인 성질을 가진 인공수정체가 삽입되

므로, 알려져 있던 초점의 이동이나 난시도의 변화 이

외에 고위수차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백내장 수술시 다양한 재질과 형태를 가진 인공

수정체를 삽입한 각각의 군과 정상 유수정체안의 고위

수차를 Hartmann- Shack type의 수차계를 이용하

여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안구의 고위수차의 측정은 Hartmann 

-Shack wavefront analyzing device를 이용 하

는데 이것의 원리는 안구 매체인 각막, 수정체, 초자체

를 통과한 후 황반부에서 반사되는 빛이 편위되는 정도

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맥락막의 한점에 조사된 

후 반사되어 나오는 레이져 광선의 wavefront를 수차

가 없는 이상적인 구면을 가정하여 계산된 reference 

point와 비교하여 편위된 정도를 Zernike 상수로 계

산하게 된다. Zernike 상수를 이용하여 wavefront 

Table 5. Mean higher-order aberration of each group (Mean±SD)

N S3 S4 RMSH

AF-1® 

Corneal® 

Sensar® 

ClariFlex® 
Control 
p-value

20
20
20
20
20

0.762±0.250
0.525±0.123
0.529±0.156
0.325±0.201
0.456±0.315

0.042

0.609±0.341
0.501±0.289
0.482±0.145
0.279±0.261
0.395±0.301

0.029

1.260±0.561
0.821±0.345
0.790±0.303
0.490±0.401
0.695±0.661

0.007
*By Kruskal Wallis 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p<0.05).
S3: Root mean square value of the third order aberrations. S4: Root mean square value of the fourth order aberrations. RMSH: 
Root mean square value of the higher-order aberration up to the fourth order.

Table 6. Difference between each group in higher-order aberrations

AF-1 Corneal Sensar ClariFlex

vs *Corneal *Sensar *ClariFlex *Control Sensar *ClariFlex Control *ClariFlex Control *Control

S3
S4

RMSH

0.016
0.028
0.040

0.023
0.031
0.049

0.005
0.025
0.019

0.041
0.022
0.043

0.106
0.231
0.335

0.047
0.035
0.022

0.555
0.324
0.088

0.016

0.033
0.011

0.444
0.565
0.239

0.010
0.031
0.009

*By Mann-Whitney U 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p<0.05).

Figure 2. The RMS wavefront error for 3rd (S3), 4th (S4), 
higher-order aberrations (RMSH) by IOL group and control. 
The wavefront analysis was performed with a dilated pupil 
measurement of the central 4.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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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을 (r,q)로 표시(r : 동공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q : 파면에서 한 점으로부터의 경선과 이루는 각)함으

로써 복잡한 파면의 모양을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표

시하 다. 또한 각각의 Zernike 상수값은 개개인에 따

라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얼마나 수차가 심한가를 객관

적으로 비교하는 지침으로 RMS(root mean square)

를 사용하는데, 이는 평균 파면과의 차이를 구하여 정

량화 시킴으로써 다른 측정기구나 다른 개체 사이 혹은 

개체에서의 변화를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7-9

본 연구에 의하면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 삽입

후 각각의 Zernike 상수값과 3차(S3), 4차(S4) 그리

고 전체 RMSH 값은 연령대비 백내장이 없는 안과 차

이를 보 으며 또한 각각 다른 재질의 인공수정체 삽입

군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 다.

각각의 Zernike 상수값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는 

Z3
-1
, Z3

3
, Z4

-4
, Z4

0
, Z4

4
에서 다섯 군 사이에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Z3
-1
, Z3

3
은 coma- 

like aberration의 3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Z3
-1은 

horizontal coma를 나타내는 항목이고, Z3
3
은 y축을 

base로 하 을 때 triangular astigmatism을 나타

내는 항목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Z4
-4, Z4

0, Z4
4는 

spherical-like aberration의 4차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 이 중에서 Z4
0
는 구면수차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각각의 Zernike 상수값을 토대로 계산한 3차(S3), 

4차(S4) 그리고 전체 RMSH 값은 AF-1
Ⓡ 
(VA-60BB) 

IOL 군에서 다른 세가지 인공수정체안 및 정상 유수정

체안과 비교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 고, CornealⓇ 

(ACR6D SE) IOL 군과 Sensar
Ⓡ 
(AR40e) IOL 

군의 경우 정상 유수정체안과 비교하여 증가를 보 지

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ClariFlexⓇ IOL 군과

의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그리

고 ClariFlex
Ⓡ
 IOL 군에서는 다른 세가지 인공수정

체안 및 정상 유수정체안과 비교하여 3차(S3), 4차

(S4) 그리고 전체 RMSH 값의 감소를 보 다. AF-1
Ⓡ 

(VA-60BB) IOL 군에서 다른 세가지 인공수정체안 

및 정상 유수정체안과 비교하여 고위수차의 가장 큰 증

가를 보이는 이유는 AF-1
Ⓡ 
(VA-60BB) IOL 군이 

다른 IOL군보다 높은 굴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문헌 보고에 의하면 높은 굴절력을 갖는 

재질의 경우 높은 수치의 색수차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안구의 수차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수차는 단색수차(monochromatic aberration)

여서 단색수차는 가시광선의 특정한 파장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

다.10 반면에 Lucas et al에 따르면 높은 굴절력을 가

지고 있는 인공수정체의 경우 aqueous medium과의 

굴절력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서 안구수차의 향에 더

욱 크게 미칠 것이라고 보고하 다.
1
 Choi et el은 세

가지 종류의 굴절력이 다른 아크릴 재질의 인공수정체

를 삽입한 안구에서 전반적인 고위수차는 정상안과 비

교하여 차이가 없었고, 국소적인 수차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하 다.11

정상안에서 각막의 positive 수차는 수정체의 

negative 수차에 의해 상쇄되고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의 수차는 positive values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이

런 균형이 소실됨에 따라 시력의 질이 저하되는 한 원

인이 되는데,
12,13
 본 연구에 의하면 ClariFlex

Ⓡ
 IOL 

군에서 다른 세가지 인공수정체안 및 정상 유수정체안

과 비교하여 3차(S3), 4차(S4) 그리고 전체 RMSH 

값의 감소를 보 고 이것은 실리콘 재질의 인공수정체

의 경우 각막의 positive 수차에 대한  상쇄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한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하 다.
3,13

광학부 모서리의 모양차이가 고위수차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같은 굴절력

과 다른 광학부모서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Corneal
Ⓡ 

(ACR6D SE) IOL 군과 Sensar
Ⓡ 
(AR40e) IOL 

군의 비교에서 3차, 4차, 그리고 전체 RMSH값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같은 굴절력

과 같은 광학부모서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Sensar
Ⓡ 

(AR40e) IOL 군과 ClariFlexⓇ IOL 군의 비교에서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것은 광학

부 모서리 모양 이외에 인공수정체의 재질이나 다른 요

소가 고위수차에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

면 인공수정체의 물리적 성질 또한 안구 수차의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크릴 재질의 인공수정체

의 경우 실리콘 재질의 인공수정체보다 유연하고 탄력

성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재질의 특성이 인

공수정체 삽입시 접힘이나 제조과정에서의 변성에 

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안구 수차 변화에 향을 줄 것

이라고 생각된다. Atchison et al은 인공수정체의 광

학부 디자인에 있어서 각막쪽으로 더 가파른 unequal 

biconvex 디자인이 망막쪽으로 더 가파른 unequal 

biconvex 디자인보다 구면수차을 줄일 수 있다고 보

고하 다.
14
 Futoshi et al도 구면수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인공수정체 다자인은 convex-plano임을 보

고하 다.
15
 본 연구에서는 Corneal

Ⓡ 
(ACR6D SE) 

IOL 군을 제외한 다른 IOL군의 인공수정체 광학부 디

자인은 unequal biconvex(망막쪽보다 각막쪽으로 

더 가파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인공수정체의 광학부 디자인 역시 안구 수차

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안구 수차를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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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기계적인 한계점을 들 수 있는데 수술로 인

한 각막 수차의 변화를 전체 안구의 수차와 분리하여 

계산할 수 없었고 5차 이상의 고위수차를 측정할 수 없

었다. 둘째, 안구의 수차는 분석되는 중심부 동공의 크

기에 따라 향을 받고,
16
 산동된 정도에 따라 인공수정

체 광학부 모서리가 노출 될 수 있어서 다양한 크기의 

동공에 대한 수차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 삽입 후 고

위수차의 변화는 인공수정체 광학부가 높은 굴절력을 

가질수록 증가하고, 인공수정체의 재질이 실리콘인 경

우에는 감소하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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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er-order Aberrations in Pseudophakia with 
Different Intraocular Lenses

Hyuk-Lak Kwon, M.D., Hye-Ryun Park, M.D., Bon-Sool Koo, M.D., Tae-Im Kim, M.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ung-Ae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Purpose: To compare high-order aberrations in the pseudophakia with different types of intraocular lenses 
(IOLs), as well as with normal phakic eyes.
Methods: This single-center prospective study comprised 80 cataract patients who underwent cataract surgery 
and 20 phakic eyes. Twenty eyes received an AF-1Ⓡ VA-60BB; 20 eyes, a CornealⓇ ACR6D SE; 20 eyes, 
a SensarⓇ AR40e; and 20 eyes, a ClariFlexⓇ. One month after cataract surgery, the eye aberration was 
measured using a Hartmann-Shack type aberrometer. The same test was performed for 20 normal phakic eyes. 
The individual Zernike polynomials, the root mean square (RMS) values of the third and fourth order 
aberration, and the total RMS among the groups were compared.  
Results: The individual Zernike coefficient (Z3

-1, Z3
3, Z4

-4, Z4
0, Z4

4)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OL-implanted groups compared with the normal phakic eye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MS values of the third and fourth order aberration, and total among each group.
Conclusion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aberration in patients with high refractive index 
IOL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patients with silicone IOL, compared to the normal phakic eyes.
J Korean Ophthalmol Soc 46(6):954-96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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