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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나이의 증가에 따른 고위수차의 변화를 분석하고, 근시도가 나이와 고위수차 변화와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Hartmann-Shack 방식의 LADARWave 장비를 이용하여 20세에서 60세 931안의

고위수차를 분석하였고, 현성굴절검사를 통해 측정된 근시도가 고위수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 코마수

차, 수직코마수차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수직난시수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코마수차, 수직코마수차, 구면수차, 수직트레포일수차, 수평트레포일수차, 수직난시수차, 수평난시수

차, 수직테트라포일수차와 나이와의 상관관계는 근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수평코마수차와 수평테트라포일수

차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시도수가 나이에 따라 유발되는 고위수차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으며 시력교정술이나 시력교정용구 사용 시 시력의 질을 위하여 이의 고려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나이, Hartmann-Shack, 고위수차, 구면수차, 코마수차, 근시도, 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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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술의 발달로 웨이브프론트를 굴절교정수술에 적용하

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굴절교정수술병원이 웨이브프론트

데이터를 수술에 접목시켜 고위수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엑시머레이져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에서도

고위수차를 고려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적용하여

시력의 질적인 부분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1]

의학의 발달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안으로 시

력의 변화를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비감도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된다고[2-3] 보고되는 등 나이와

시력과 관련된 원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차와

나이와의 상관관계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많은 논문을 통

해 발표되고 있다.[4-5] Guirao 등[6]은 videokeratographic system

을 이용하여 각막의 고위수차를 측정하였고 나이가 증가

함에 따라 각막의 변화가 나타나며, 구면수차는 40~50세

와 60~70세 군의 각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코마

수차 및 그 외의 고위수차 역시 나이 증가와 양의 비례관

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인 20세에서 71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나이와 고위수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송 등[7]의 연구에서는 각막 전면의 총고위수차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각막 후면의 총고위수차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각막 전면의 구면수차는 나이가 증가

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각막 후면의 구면수차

는 유의하게 감소하고, 총코마수차와 총트레포일수차는

전면과 후면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어

나이 증가에 따른 시력의 질 변화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차의 측정방식은 Hartmann-Shack 방식, Tscherning or

ray tracing 방식, Automated retinoscopy 방식을 이용한 방

법으로 나뉘게 된다.[8]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Hartmann-

Shack 방식은 불투명한 원판에 많은 구멍을 뚫어서 미소

렌즈(microlens)를 집결시킨 렌즈릿 배열(lenslit array)을

시켜 이들 구멍을 통해 여러 광선다발로 평행한 광선이

망막을 향해 직진하고, 망막을 반사한 광선이 다시 되돌아

왔을 때, 망막을 향한 빛과 망막을 통해 나온 빛의 어긋남

을 이용해 왜곡된 파면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고위수차는

이 어긋남을 Zernike 다항식을 이용해 계산을 해서 수치화

한 것을 이용하여 측정된다.[9-10]

지금까지 고위수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개

발되고 보급되면서, 고위수차가 시력의 질적인 요인을 방

해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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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들은 나이 증가의 단일 변수만을 고려하여 고위수

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6-7,10-13] 그러나, 고위수차는

단순히 하나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값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값이다.

즉, 나이 및 근시도 또는 난시도와 같은 단일 요인과 고

위수차의 상관관계 분석만으로는 복합적인 시력의 질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합적인 변수들

에 대한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나이 증가와 고위수차와의 상관관

계를 밝힐 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의 근시도를 가진 대상

안으로 분류하여 나이의 증가에 따른 고위수차를 분석하

였으며 이를 통하여 근시도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

되는 고위수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각막부터 망막까지 질환이 없는 환자 20 세에서 60 세

까지 총 470 명 931 안(남자 : 여자 = 163명(324 안) : 307

명(607 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대상안들은 모두 현

성굴절검사 값과 웨이브프론트 장비의 refraction 값의 차

이가 0.50 D 이하이었으며 대상안의 굴절력값은 Table 1

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소프트렌즈는 1주 이상, 토릭

소프트렌즈는 2주 이상, 하드렌즈는 3주 이상 렌즈를 착

용하지 않았다. 특정 근시도에서의 나이 증가에 따른 고위

수차의 분석을 위해 근시도에 따라 0.00 D<근시도≤−3.00 D

군 234안, −3.00 D<근시도≤−6.00 D군 476안, −6.00 D<

근시도≤−9.00 D군 221안으로 분류하여 고위수차를 비교

하였다(Table 2).

2. 수차측정

Hartmann-Shack 방식을 이용한 Alcon사의 LADARWave®

(Alcon, Fort Worth, Texas, USA) 장비를 이용하여 ablation

zone 6.5 mm로 세팅 후 수차를 측정하였다. 검사실 환경

의 조도는 27 lx이었으며, 환자 시선에서의 조도는 8 lx

로 어두운 공간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외부 요인에 의

한 영향을 없애기 위해 조절마비제를 점안한 후 고위수

차를 측정하였다.

측정 대상 고위수차는 3차항과 4차항의 고위수차이었

다. 3차항은 총코마수차(total coma aberration), 수직코마

수차(vertical coma aberration, Z3
−1), 수평코마수차(horizontal

coma aberration, Z3
1), 수직트레포일수차(vertical trefoil

aberration, Z3
−3), 수평트레포일수차(horizontal trefoil

aberration, Z3
3)이고, 4차항은 구면수차(spherical aberration,

Z4
0), 수직난시수차(vertical astigmatism aberration, Z4

−2),

수평난시수차(horizontal astigmatism aberration, Z4
2), 수평테

트라포일수차(horizontal tetrafoil aberration, Z4
−4), 수직테트

라포일수차(vertical tetrafoil aberration, Z4
4)이었으며, 이들 고

위수차를 대상으로 나이의 증가에 따른 고위수차의 변화

를 분석하였다. 

3. 굴절검사

현성굴절검사는 시력검사실에서 직접 실시하였으며, 시

험렌즈세트와 시스템 차트(system chart, NIDEC, SC-2000,

Japan)를 이용하여 동일한 공간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시력검사실 환경의 조도는 7 lx 였으며, 시력검사 중 환자

의 시선에서의 조도는 8 lx 로 어두운 환경에서 검사를 진

행하여 외부 영향을 최대한 줄여주었다. 또한, 표기법의

전환에 의해 근시도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

해 굴절이상 데이터를 (S, C-) 표기법 값과 (S, C +) 표기

법 값을 Spherical Equivalent (SE) 값으로 전환하여 각기

Table 1. The participated subjects in the study

No. of eye Age 

(year)

Range of age

 (year)

Myopia

(D)

Range of spherical 

power (D)

Astigmatism

(D)

Range of cylindrical 

Power (D)Male Female

338 652 33.3±8.7 20~60 −4.93±2.36 −0.37 ~ −12.00 −1.24±1.10 0.00 ~ −5.75

Table 2. The subjects’ refractive error classified by myopic degree

Classification of 

myopic degree

Age 

(year)

Myopia

 (D)

Spherical range 

(D)

Astigmatism

 (D)

Cylindrical range

(D)

No. of 

eye

0.00<D≤−3.00 35.84±9.47 −2.14±0.61 −0.37~−3.00 −0.88±0.83 0.00~−4.25 234

−3.00<D≤−6.00 34.33±8.98 −4.52±0.86 −3.12~−6.00 −0.97±0.91 0.00~−5.75 476

−6.00<D≤−9.00 30.13±6.83 −7.32±0.89 −6.12~−9.00 −1.83±1.24 0.00~−5.00 221

Total (0.00<D≤−9.00) 33.71±8.89 −4.59±1.99 −0.37~−9.00 −1.15±1.05 0.00~−5.75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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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았으며 이들 방법을 이용한 굴절이상값과 고위수

차의 상관성이 동일하게 나옴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굴절이상을 (S, C −) 표기법을 이용하였다.

4. 통계 

SPSS version 12.0를 이용하여 선형 단순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결과는 평균값±표준오차로 수치화했으며, 상관

분석은 이변량상관계수로 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관계를 r

값으로 알아보았다. 분석에서는 p값이 0.05 이하이면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20대와 50대의 차이 

 고위수차의 변화를 연령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코마수

차, 수직코마수차, 수평코마수차, 구면수차는 20대 보다 50

대가 작았다. 특히, 수직코마수차는 20대는 0.0618 µm, 50대

는 0.0122 µm, 수평코마수차는 각각 0.0201 µm, 0.0045 µm

로 50대의 수차는 20대의 1/5에 불과하였다. 수직트레포일수

차, 수직난시수차, 수평난시수차는 20대와 50대 모두 음의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50대가 음의 방향으로 작은 값

을 가지고 있었다. 수직테트라포일수차와 수평테트라포일수

차는 50대가 모두 더 컸으며, 수평트레포일수차는 20대가

양의 값을 가진 반면 50대는 음의 값을 가지고 있었다(Table

3). 코마수차, 수직코마수차, 수평난시수차의 경우 20대와 50

대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었다(Table 3).

2. 나이와 고위수차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근시도의 영향

0.00 D<근시도≤−9.00 D의 근시도를 가진 총 931안을

근시도에 따라 3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나이와 고위수차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나이에 따른 고

위수차의 변화에 미치는 근시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근시도에 따라 분류하지 않은 전체 대상 931안의 코마

수차, 수직코마수차 및 구면수차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p코마=0.004, p수직코마

=0.006, p구면=0.860)(Fig. 1A, 1B, 1F). 그러나 근시도에 따

라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 근시도가 −3.00 D 보다 더 큰 두

군에서는 전체 대상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코마수차, 수직코마수차 및 구면수차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p코마−3~−6=0.021, p코마−6~−9=0.059, p수직코마−3~−6

=0.049, p수직코마−6~−9=0.002, p구면−3~−6=0.043). 그러나, 0

D<근시도≤−3.00 D 군에서는 오히려 나이가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나이와 코마수차, 수직코마수차

및 구면수차와의 상관관계는 근시도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Fig. 2, Fig. 3).

수평코마수차와 수평테트라포일수차는 전체 대상안에서

나 근시도에 따른 분류군에서 모두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나이와 수평코마수차 및 수평테트

라포일수차와의 상관관계가 근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Fig. 2, Fig. 4).

수직트레포일수차와 수평트레포일수차는 근시도 −6.00 D

이하의 두 군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 반면 −6.00 D<근시도≤−9.00 D 군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수차와 나이와의 상관관계가 근시도에 영향

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Fig. 5).

수직난시수차와 수평난시수차는 전체 대상안에서는 모

두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수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Table 3. The difference of aberrations between 20s and 50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age 

Aberration

 Age

Type 

(Zernike Term)

 Average (µm) ×102 

P-value20s

(n=350)

50s

(n=76)

Coma Aberration 21.65±11.76 19.25±11.51 0.049

Vertical Coma Aberration (Z3

−1) 6.18±19.85 1.22±18.17 0.024

Horizontal Coma Aberration (Z3

1) 2.01±13.09 0.45±13.42 0.332

Vertical Trefoil Aberration (Z3

−3) −7.75±16.36 −6.61±15.81 0.756

Horizontal Trefoil Aberration (Z3

3) 0.37±14.54 −0.57±11.54 0.506

Spherical Aberration (Z4

0) 17.07±17.80 15.34±10.29 0.633

Vertical Astigmatism Aberration (Z4

−2) −0.64±7.120 −0.14±4.960 0.701

Horizontal Astigmatism Aberration (Z4

2) −4.03±9.560 −0.89±4.610 0.011

Horizontal Tetrafoil Aberration (Z4

−4) 0.69±7.110 0.96±5.270 0.731

Vertical Tetrafoil Aberration (Z4

4) 1.28±7.790 2.68±5.690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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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평난시수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수평난시=0.000). 그러나 −3.00 D 보다 근시도가 더 큰 두

군에서는 전체 대상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수직난시수차와 수평난시수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Fig. 1. The change of aberration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age. 

A. coma aberration, B. vertical coma aberration, C. horizontal coma aberration, D. vertical trefoil aberration, E. horizontal

trefoil aberration, F. spherical aberration, G. vertical astigmatism aberration, H. horizontal astigmatism aberration, I.

horizontal tetrafoil aberration, J. vertical tetrafoil aber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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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nge of coma aberration in each myopic group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age. 

 A. coma aberration in myopic group of 0.00<D≤−3.00, B. coma aberration in myopic group of −3.00<D≤−6.00, C. coma

aberration in myopic group of −6.00<D≤−9.00, D. vertical coma aberration in myopic group of 0.00<D≤−3.00, E. vertical

coma aberration in myopic group of −3.00<D≤−6.00, F. vertical coma aberration in myopic group of −6.00<D≤−9.00,

G. horizontal coma aberration in myopic group of 0.00<D≤−3.00, H. horizontal coma aberration in myopic group of

−3.00<D ≤−6.00, I. horizontal coma aberration in myopic group of −6.00<D≤−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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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hange of spherical aberration in each myopic group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age. 

 A. spherical aberration in myopic group of 0.00<D≤−3.00, B. spherical aberration in myopic group of −3.00<D≤−6.00,

C. spherical aberration in myopic group of −6.00<D≤−9.00

Fig. 4. The change of astigmatic aberration in each myopic group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age.

A. vertical astigmatism aberration (Z4
−2) in myopic group of 0.00<D≤−3.00, B. vertical astigmatism aberration (Z4

−2) in

myopic group of −3.00<D≤−6.00. C. vertical astigmatism aberration (Z4
−2) in myopic group of −6.00<D≤−9.00, D.

horizontal astigmatism aberration (Z4
2) in myopic group of 0.00<D≤−3.00, E. horizontal astigmatism aberration (Z4

2) in

myopic group of −3.00<D≤−6.00, F. horizontal astigmatism aberration (Z4
2) in myopic group of −6.00<D≤−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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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0 D<근시도≤−3.00 D 군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수직난시수차와 수평난시수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수평난시수차는 모든 근시도군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p수평난시0~−3=0.046, p수평난시−3~−6

=0.000, p수평난시−6~−9=0.000)(Fig. 1, Fig. 6).

수직테트라포일수차는 전체 대상안에서는 나이가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근시도에 따라 분류

하였을 때는 0 D<근시도≤−3.00 D 군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보였다(p수직테트라포일0~−3=0.005).

또한, −3.00 D 보다 더 큰 근시도 군에서는 오히려 나이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수직테트라포일

수차와 나이와의 상관관계가 근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음

을 알 수 있었다(Fig. 1, Fig. 4). 

Oshika 등[10]은 102안을 대상으로 videokeratography을

이용하여, 동공 크기를 3 mm와 7 mm로 분류하여 분석하

여 동공 크기가 3 mm의 경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코마

수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총고위수차와

구면수차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으며, 동공 크기 7

mm의 경우에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총고위수차와 코마

수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구면수차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동공이 큰

경우에서의 고위수차가 더 컸으며,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 유의성이 더 컸다고 하였다. Guirao 등[6]은

videokeratographic system을 이용하여 4 mm 크기의 동공

에서의 고위수차를 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구면수차와 코마수차, 그리고 RMS(root-

mean sqare)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보

고한 바 있다.

또한, 유 등[14]은 근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코마수차와 구

면수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근시도가

작은 군일수록 근시도에 따른 코마수차의 변화가 더 급격

하였고, 구면수차는 근시도가 큰 군에서 근시도에 따른 변

화의 폭이 크다고 하였다. 정 등[15]은 일반적으로 고위수

차 양이 저위수차 양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Fig. 5. The change of trefoil aberration in each myopic group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age.

A. vertical trefoil aberration (Z3
−3) in myopic group of 0.00<D ≤−3.00, B. vertical trefoil aberration (Z3

−3) in myopic group of

−3.00< D≤−6.00, C. vertical trefoil aberration (Z3
−3) in myopic group of −6.00<D≤−9.00, D. horizontal trefoil aberration (Z3

3)

in myopic group of 0.00< D≤−3.00, E. horizontal trefoil aberration (Z3
3) in myopic group of −3.00 <D≤−6.00, F. horizontal

trefoil aberration (Z3
3) in myopic group of −6.00< D≤−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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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수차가 저위수차에 좌우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고위수차는 나이의 증가와 같은 단일 요인만으

로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나이의 증가와 고위수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근시도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동공의

크기를 6.5 mm로 고정하였기에 Oshika 등[10]의 7 mm 결

과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나 Oshika 등[10]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코마수차가 증가한 반

면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안의 코마수차를 분석하였을

때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근시도가 작은 군에서는 Oshika 등[10]의 연구

에서처럼 코마수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근시도가

큰 군에서는 코마수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실험대상안의 수가 102안에 불과한 Oshika 등[10]의 연구

에서는 실험대상안의 근시도가 특정 범위에 몰려있어 근

시도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어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나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Oshika 등[10]의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나이와 고위수차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

으며 서로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수차에 따라서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경우도 있었다. Berrio 등[12]은 나이가 증가

함에 따라 구면수차와 수평코마수차가 증가한다고 하였으

나, Amano 등[13]은 나이와 구면수차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한 바와 같이 나이와 고위수차

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근시도와 난시도와 같은 저위수차

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채 분석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

여진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고위수차 연구를 위해서는 근

시도와 난시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서 나이와

고위수차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근시도의 범위를 한정

하면서 나이와 고위수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나이

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고위수차의 변화가 근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Fig. 6. The change of tetrafoil aberration in each myopic group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age.

A. horizontal tetrafoil aberration (Z4
−4) in myopic group of 0.00 <D≤−3.00, B. horizontal tetrafoil aberration (Z4

−4) in myopic

group of -3.00 <D≤−6.00, C. horizontal tetrafoil aberration (Z4
−4) in myopic group of −6.00<D≤−9.00, D. vertical tetrafoil

aberration (Z4
4) in myopic group of 0.00<D ≤−3.00, E. vertical tetrafoil aberration (Z4

4) in myopic group of −3.00< D≤−6.00,

F. vertical tetrafoil aberration (Z4
4) in myopic group of −6.00<D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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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총 931안을 대상으로 나이와 고위수차와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20대와 50대의 고위수차를 비

교하였을 때 코마수차 및 수직코마수차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50대가 더 작았으며, 수평난시수차는 50대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방향으로 작은 값을 가지고 있었다.

근시도에 따라 분류하지 않은 전체 대상 931안의 코마

수차, 수직코마수차, 수평코마수차, 구면수차, 수직트레포

일수차, 수평테트라포일수차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수

차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수평트레포일수차, 수

직난시수차, 수평난시수차 및 수직테트라포일수차는 나이

가 증가함에 따라 수차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코마

수차, 수직코마수차, 구면수차, 수직트레포일수차, 수평트

레포일수차, 수직난시수차, 수평난시수차, 수직테트라포일

수차의 나이증가에 따른 변화는 근시도에 의해 영향을 받

았으며 수평코마수차와 수평테트라포일수차는 영향을 받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저위수차인 근시도가 고위수차

와 나이와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 있는

학술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력교정술이

나 시력교정용구를 사용하였을 때의 근시교정도수가 나이

에 따라 유발되는 고위수차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밝혔으며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시력의 질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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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resent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higher-order aberrations induced by aging

and the effect of myopic degree on the correlation between age and higher-order aberrations. Methods: The

higher-order aberrations in 931 eyes aged from 20 to 60 were measured by using a LADARWave device

employing Hartmann-Shack system to analyze the effect of myopic degree measured by manifest refraction test

on higher-order aberrations. Results: Coma and vertical coma aberration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y the

increase of myopic degree while vertical astigmatic aberra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correlations of age

and coma, vertical coma, spherical, vertical trefoil, horizontal trefoil, vertical astigmatic, horizontal astigmatic and

vertical tetrafoil aberrations depended on the myopic degree, except for horizontal coma and horizontal tetrafoil

aberrations. Conclusions: It is suggested to consider the myopic degree for the refractive correction including the

laser surgery based on the present result that higher-order aberrations are affected by the myopic degree. 

Key words: Age, Hartmann-Shack, Higher-order aberration, Spherical aberration, Coma aberration, Myopic degree,

Astigmatic deg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