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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는 누진렌즈 안경 처음 착용자의 가입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광

주광역시 소재의 안경원을 방문한 41~78세의 노안인 사람 중에 안질환이 없고 누진렌즈 안경을 처음 처방받은 636

명을 대상으로 굴절상태와, 성별, 연령대에 따른 가입도를 각각 분석하였다. 결과: 성별에 따른 가입도 차이는 남성

이 1.71 D, 여성이 1.67 D로 나타났고, 굴절이상에 따른 가입도는 정시안이 1.67 D, 근시안이 1.74 D, 원시안이 1.90

D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에 따른 가입도는 41~44세는 1.26 D, 45~49세는 1.48 D, 50~54세는 1.72 D, 55~59세는 1.84

D, 60~64세는 2.10 D, 65세 이상은 2.43 D로 나타났다. 근시안의 분류에 저도근시는 1.58 D, 중등도근시는 1.48 D,

고도근시는 1.67 D로 나타났고 난시안의 분류에는 직난시는 1.80 D, 도난시는 1.64 D, 사난시는 1.65 D이었다. 결론:

누진렌즈의 가입도는 굴절이상과 난시의 종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제어: 누진렌즈, 노안, 가입도, 정시안, 비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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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노화는 보통 40세 이후

로 나타나며 모든 사람에서 같지는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눈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노화되며 눈의 형태

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양안에서 같이 발생된다.[1] 일생동

안 눈의 굴절력 변화는 출생 시에는 원시상태이지만 성장

하면서 마이너스 굴절력이 증가하고 노안이 오면 플러스

굴절력이 증가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시안과 원시안

은 플러스 도수가 증가하며 근시안은 근시도가 감소되어 노

화에 따른 원시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노안(presbyopia)은 노화된 눈(old eyes)을 의미하며 수정

체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근거리 시력이 감소되고 근거리

에서 선명한 시력을 얻기 위해 작업거리가 증가되며 장시

간 근거리 작업 후에는 원거리 시력이 감소되는 증상이

나타난다.[1] 일반적으로 노안의 시작은 굴절상태에 따라

다르며 정시안의 경우 42~43세를 전후해서 나타나고 원시

안의 경우 정시안보다 더 많은 조절력이 필요해서 증상이

더 일찍 나타나고 근시안이 가장 늦게 나타난다고 보고되

고 있지만[4,5] 최근에는 생활환경의 변화와 과도한 근거리

작업으로 인하여 노안의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안경원에서 노안을 교정하는 방법에는 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돋보기안경과 원, 근거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다초점 안경이 있는데 최근에는 누진렌즈 안경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이다. 누진렌즈는 굴절력의 연

속적인 변화로 원거리에서 근거리까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변부의 비점수차와 왜곡수차

로 인하여 시야의 폭이 좁고 조절력이 충분했던 과거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호소하기도 한다. 홍 등의[7] 누진렌즈

사용자의 삶의 질 연구에서는 누진렌즈로 인하여 정신적,

사회적, 시각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는

정도는 가입도와 난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고 김

등은[8] 다초점 안경에서 가입도 검사는 중요하며 실생활

에 적합한 가입도 측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심 등의[1] 누진렌즈 처음 착용자의 적응도 분석에서는 누

진렌즈 처방할 때 가입도가 적응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다. 

국내에 1980년 초에 처음 소개된 누진렌즈는 생활환경

의 변화 및 노년층 인구의 증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만 노안인구의 75% 이상이 누진렌즈 안경을 사용하고 있

는 일본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하면 국내 누진렌즈

시장점유율은 렌즈 제조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인식 향상

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화에

따른 원시화에 알맞은 누진렌즈 선택을 하는데 처음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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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착용자의 성별, 연령별, 비정시안에 따른 가입도를

조사하여 누진렌즈를 편안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누진렌즈 안경의 처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광역시 소재의 안경원에 방

문한 노인성 안질환과 전신질환이 없는 47~78세의 조절력

부족으로 인한 노안환자 가운데 누진렌즈 안경을 처음 착

용하는 6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원거리는 완전교정을 하고 40 cm 거리에서 근용 시력을

교정한 상태에서 처음 누진렌즈 안경을 맞춘 노안 환자

대상자의 성, 연령, 원거리굴절상태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가입도를 조사하였다. 원거리굴절상태는 정시안과 비정시

안으로 크게 나누고 비정시안은 근시안, 원시안으로 나뉘

었고 근시안은 저도, 중등도, 고도 근시안으로 구분하였으

며 비정시안의 난시안을 직난시, 도난시, 사난시로 세부

분류 조사 하였으며 연령은 41~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4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측정된 자료 분석은 처방 값을 기준으로 엑셀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 굴절상태에 따른 상관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 636명중 남성은 360명(56.6%) 여성은 276

명(43.4%)이고 평균 나이는 51.9세였다. 대상자 전체 평균

의 가입도는 1.69 D로 나타났고, 굴절상태는 정시안이 172

명(27.0%), 비정시안은 464명(73.0%)이었고, 비정시중 근시

안은 281명(44.2%), 원시안은 183명(28.8%)로 나타났다.

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가입도 조사

누진렌즈 안경 처음 착용자 총 636명중 남성은 360명

(56.6%)이고 평균 나이와 가입도는 52.14세에 1.71 D, 여

성은 276명(43.4%)이고 평균 나이와 가입도는 51.56세에

1.67 D로 성별에 따른 가입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으며(p=0.235) 연령에 따른 평균가입도는 40대 초반(41

세~44세)은 전체 636명중 24명(3.8%)으로 평균 가입도는

1.26 D, 45세~49세는 238명(37.4%)에 1.48 D, 50~54세는

197명(30.9%)에 1.72 D, 55세~59세는 106명(17%)에 1.84

D, 60세~64세는 44명(6.9%)에 2.10 D, 65세 이상에서는

27명(4%)에 2.43 D로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가입도를 나

타내어 연령에 따른 가입도의 차이가 통계적(p=0.000)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2)(Fig. 1).

3. 원거리 굴절상태에 따른 가입도 조사

원거리 굴절상태에 따른 가입도 차이는 근시안이 전체

636명 대상자중 281명(44.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평

균 가입도는 1.57 D, 정시안은 172명(27%)에 1.67 D, 원

시안은 183명(28.8%)에 1.90 D로 원시안의 가입도가 가장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umber of 

subjects

Gender
Male 360 (56.6%)

Female 276 (43.4%)

Age 051.9

 State of 

refraction

Emmetropia 172 (27%)

Ametropia
Myopia 281 (44.2%)

Hyperopia 183(28.8%)

Table 2. Distribution of the addition by characteristics by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umber of 

subjects
Addition P-value

 Gender
Male 360 (56.6%) 1.71 D

0.235
Female 276 (43.4%) 1.67 D

Age

40~44  24 (3.8%) 1.26 D

0.000

45~49 238 (37.4%) 1.48 D

50~54 197 (30.9%) 1.72 D

55~59 106 (17.0%) 1.84 D

60~64  44 (6.9%) 2.10 D

65~  27 (4.0%) 2.43 D

Fig. 1. Distribution of the addition by type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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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시안의 가입도와 평균 0.33 D의

차이를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p=0.009)하게 나타났다

(Table 3)(Fig. 2).

4. 근시도에 따른 가입도 조사

전체 636명중 근시안 281명을 등가구면 굴절력으로 저

도(−0.25 D~ −3.00 D), 중등도(−3.25 D ~ −5.75 D), 고도근

시안(−6.00 D 이상)으로 분류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고

가입도 분석 결과 저도근시안은 192명(68.3%)에 1.58 D, 중

등도는 63명(22.4%)에 1.48 D, 고도근시안은 26명(9.3%)에

1.67 D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42)

(Fig. 3).

5. 난시 종류에 따른 가입도 조사

난시안을 직난시, 도난시, 사난시로 분류하여 각각 가입

도를 비교 분석결과 직난시는 전체 264명 중 119명

(45.1%)에 평균 가입도는 1.80 D, 도난시는 122명(46.2%)

에 1.64 D, 사난시는 23명(8.7%)에 1.65 D로 나타나 직난

시안의 가입도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 난시안 종류에

따른 가입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0)(Table 5). 

고 찰

2010년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10%를 넘은 고령화 사회

현상에서 노안의 근거리 시력교정은 근거리 시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일반적

으로 노안은 원시, 정시, 근시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인다

고 보고하고 있지만[4] 조절력 부족으로 안경원을 방문한

누진렌즈 안경 처음 착용자의 본 연구에서는 전체 636명

대상자중 근시안이 281명(44.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정시안은 172명(27%), 원시안은 183명(28.8%)로 분포되

어 원시안보다 근시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근시인구가 늘어난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노안가입도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입도 진행은

40~50세 사이는 대략 2년마다 평균 +0.25 D 증가하고 50

세 이후에는 8년마다 +0.25 D씩 느리게 진행한다고 하였

다.[9] 44~49세는 +1.48 D, 50~54세는 +1.72 D, 56~59세는

+1.84 D, 60~64세는 +2.10 D, 65세 이상에서는 +2.43 D

로 나타난 누진안경 처음 착용자의 연령별 가입도를 조사

한 본 결과를 양안기준 연령별 평균 근용 가입도를 40~45

세 +1.17 D, 46~50세 +1.70 D, 51~55세 +2.10 D, 56~60

세 + 2.75 D, 61~65세 +3.00 D, 66~70세 +3.08 D로 보고

한 김 등[10]의 결과와 비교하면 본 결과의 가입도가 전체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처음 누진안경의 높은

가입도로 인한 주변부 수차 증가로 인한 왜곡현상으로 적

응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거주지별 안경 착용

Table 3. Distribution of the addition by type of refractive error 

Type of 

refraction

Number of 

subjects
Addition P-value

 Emmetropia 172 (27.0%) 1.67 D

0.009Myopia 281 (44.2%) 1.57 D

Hyperopia 183 (28.8%) 1.90 D

Fig. 2. Distribution of the addition by type of refractive error

Table 4. Distribution of the addition by power of myopia

Power of myopia Number of subject Addition P-value

Low −0.25 D ~ −3.00 D  192 (68.3%) 1.58 D

0.042Mid −3.25 D ~ −5.75 D  63 (22.4%) 1.48 D

High −6.00 D ~  26 (9.3%) 1.67 D

Fig. 3. Distribution of the addition by power of myopia

Table 5. Distribution of the addition by type of astigmatism

Type of astigmatism
Number of 

subject
Addition P-value

With the rule astigmatism 119 (45.1%) 1.80 D

0.010Against the rule astigmatism 122 (46.2%) 1.57 D

Oblique astigmatism  23 (8.70%) 1.65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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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결과 40대의 가입도를 +1.19 D, 50대 +1.73 D,

60대 +2.20 D로 보고한 김 등[11]의 결과와는 비슷하였다.

또한 유 등[12]은 최초 근용 안경 등가구면 굴절력에 따른

연령과 근용 가입도를 남성은 47.1세, 여성은 48세에 최초

로 근용 안경을 착용하고 가입도는 정시는 +1.16 D, 원시

는 +1.28 D, 저도근시는 +1.27 D, 고도근시는 +1.20 D로

보고하였다. 누진렌즈 안경 최초 사용 연령을 조사한 본

결과는 정시는 + 1.67 D, 원시는 +1.90 D, 저도근시는

+1.58 D, 중등도근시는 +1.48 D, 고도근시는 +1.67 D로

김 등[11]의 결과에 비해 가입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남성은 52.14세, 여성은 51.56세로 최초 근용 안경 착용

연령보다 누진안경의 최초 사용 연령이 더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난시에 관한 연구에는 20대까지는 직난시의 비

율이 높고, 30대에서는 직난시와 도난시의 비율이 비슷하

다가 40대 이후에는 직난시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도난

시의 비율이 증가하다는 황 등[13] 의 연구와 연령에 따른

난시축 변화에서 30대를 기준으로 30대 이전에는 직난시

의 비율이, 30대 이후에는 도난시의 비율이 증가하고 40대

이후부터는 도난시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한 김[14]의 보고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면 난시안 전체

528안 중 직난시 238안(45.1%), 도난시 244안(46.2%), 사

난시 46안(8.7%)로 직난시안과 도난시안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는 조사 대상자의 평균연령

이 51.9세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근시안의 인구가 늘어

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난시안의 평균가입도는

직난시가 1.80 D, 도난시는 1.64 D, 사난시는 1.65 D로 나

타나 직난시안의 가입도가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결 론

누진안경 처음 착용자의 가입도 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가입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원거리 굴절상태에 따른 가입

도는 원시안이, 근시안의 상태에서는 저도근시안, 난시안

의 상태에서는 직난시안의 가입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가입도는 유의하지 않았

다. 처음 누진안경 착용자 중 연령이 낮고 도난시성 근시

안을 가진 노안 대상자는 본 연구결과 값을 참고한다면

적은 가입도로 좀 더 빠른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되며 선진국처럼 누진안경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면 누진안

경착용자의 도수변화를 추적 관찰하여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는 연

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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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analyse the addition power of new wearer of progressive addition lenses. Methods: Data of 636

subjects who have been prescribed progressive addition lenses as the first time were used for analyse. The range

of age for was between 41~78 years old and they visited the optical practice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from

2001 to 2013Date of refractive state, gender and age were analysed. Results: The difference of addition by

gender was 1.71 D in male and 1.67 D in women. The difference of addition by refractive error was 1.67 D in

emmetropic patients and 1.74 D in myopic patients, 1.90 D in hyperopic patients. The difference of addition by

age was1.26 D in 41~44 years old sge group, 1.48 D in 45~49 years old age group,1.72 D in 50~54 years old

age group 1.84 D in 55~59 years old age group, 2.10 D in 60~64 years old age group and 2.43 D in over 65

years old age group. The difference of addition by diopter in myopic patients was 1.58 D in low myopic patients

and 1.48 D in middle myopic patients, 1.67 D in high myopic patients. The difference of addition by axis of

astigmatism was 1.80 D in with-the-rule astigmatism, 1.64 D in against-the-rule astigmatism and 1.65 D in

oblique astigmatism. Conclusions: The Addition power of progressive lens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refractive error, astigmatism axis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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