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 조절휴지상태와 최대 동적 굴절상태의 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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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a new accommodation-dependent crystalline lens with a constant volume and 
homogeneous refractive index is developed. The human lens parameters, such as curvature and 
thickness, are calculated at the central parts of the lens, and the asphericity is adjusted at the 
peripheral parts of the lens due to accommodation. We propose a accommodating schematic eye 
which is suitable for easy paraxial calculations because the refractive index of the lens remains 
uniform and constant. 

인간의 을 기하 학 으로 표 한 모형안(Schematic eye)은 시성능을 실안에 유사하게 모델링하기 

해 학  요소들(굴 률, 굴 기 인 각막과 수정체의 곡률반경과 비구면 계수  굴 력 등)을 고려

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사용환경에 따라 많은 종류의 모형안이 있다. 특히, 외계의 물 이  앞 무한거

리에서 유한거리로 이동하더라도 상면인 망막 에 선명한 상을 맺을 수 있도록 수정체의 굴 력을 증

가시키는 조 (accommodation)작용에 한 이해는 노안, 인공수정체  안 학기기에 한 연구 등에 있

어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 작용에 있어 유일한 굴 기 인 수정체에 한 새로운 분석을 통해, 조 이 포함

된 모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Navarro는 수정체 ․후면의 곡률반경  비구면도가 조 자극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고, 굴 률은 안구 체 굴 력의 갖도록 맞추어 균일하지만 각 조 자극 단계에서는 증

가하는 모형안을 제안하 다1). 본 연구에

서는 Navarro 모형안을 기 값으로 사용

하여 조 이 진행되는 동안 수정체 내부

에서 굴 률의 변화가 없도록 함으로써2) 
좀 더 단순화된 모형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 한, 수정체 체 부피는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수정체 면부와 후면부로 나

고, 직경 5mm 이내의 심부는 구면, 
그 외의 주변부는 비구면으로 나  수 있

었다. 수정체를 체 4개 부분으로 나눔

으로써 부피 계산  심부 곡률반경과 

주변부 비구면계수를 계산하는 것이 용이

해졌다. 그림 1은 조  ․후 안구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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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된 수정체의 전후면의 곡률반경 변화량 및 Navarro 수정체와의 비교

수정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외계 물 의 치가 에  가까워질수록 즉, 조 자극양이 증가할

수록 양 볼록 형태를 가진 수정체 면과 후면의 곡률반경은 감소하고 두께는  더 증가한다. 이에 

따라 체 학계의 두께는 일정하기 때문에 각막 뒷면과 수정체 면사이의 두께와 수정체 후면과 상

면인 망막사이의 두께는  감소한다.  

 그림 2는 조 이 진행되는 동안 수정체 ․후면의 곡률반경 변화를 각 조 자극에 해 나타낸 것

으로, 실선은 여기서 제안된 수정체의 변화이고 선은 Navarro에 의해 제안된 값이다. 여기서 제안된 

수정체 후면의 정  곡률반경 변화량은 Navarro model에서의 변화량이 9.33% 변화를 보이는 것에 비해 

26.98%로 비교  큰 변화를 보인다. 각 조 자극단계에서 조 반응량은 수정체의 굴 력 변화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제안된 수정체는 일정한 굴 률을 가지기 때문에 Navarro model에 비해 후면부의 변

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조 이 진행되는 동안 수정체의 부피와 굴 률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 

을 세울 수 있었다. 이러한 가정 아래 각각의 조 상태를 표 한 Navarro model을 기반으로 좀 더 단순

한 모형안을 설계하고 비교하 다.  이러한 과정으로 설계된 조 을 고려한 모형안은 조 의 단계  변

화에 따른 안구의 학  성능과 시성능 변화를 측하는데 있어 좋은 도구로 쓰일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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