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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측정가이드는 측정·시험 절차가 없는 신제품(기술)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축적된 경험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해당분야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었고 새로운 과학적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측정가이드에 기술된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
다. 제시된 방법은 최신의 규정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으로 추후 관련 
규정 개정 및 과학의 발전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측정가이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중소기업협력
그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2) 86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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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굴절계용 모델아이렌즈 굴절력 측정가이드
Measurement guide for the Vertex power 
of Model Eye Lens for Eye-refractometer

1. 요약문
  이 가이드는 눈의 굴절력을 측정하거나 안경을 처방하는데 사용하는 시력굴절계를 교정하기 
위한 모델아이렌즈의 굴절력의 간접측정 시험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것이
다. ISO-10342에 의하면 디옵터 측정시험은 실제 모델아이렌즈의 결상점과 표면사이의 
거리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광선 추적법에 의한 간접측정법이 있다. 본 가이드에서는 
간접 측정법으로 진행된다. 이 측정가이드는 위와 같은 시험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절
차, 측정결과 분석, 시험성적서 작성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시력굴절계 교
정을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델아이렌즈의 굴절력의 값을 결정을 위하여 개발되었
으며, 교정 기관 및 시험 기관이나 시력굴절계 제조회사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작성되
었다. 

2. 적용범위  
  이 측정가이드는 시력굴절계의 교정용이나 기준용으로 사용되는 모델아이렌즈의 앞 표
면의 곡률반경, 렌즈의 길이 및 굴절률을 기본으로 하여 광선 추적법으로 디옵터를 결정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VD(Vertex Distance)가 0 mm 또는 12 mm일 경우의 모델아
이 렌즈의 디옵터가 –30D 에서부터 +30D 까지의 값에 관한 데이터에 적용한다.

3. 참고문서 및 문헌 
3.1 KS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3.2 KOLAS G-020,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3.3 KRISS-99-070-SP: 1999, 측정불확도 표현 지침
3.4 KRISS/SP-2008-022: 국제측정학용어집-기본 및 일반개념과 관련용어(VIM), 
    KRISS 2008
3.5 ISO-10342(2013) Ophthalmic instruments-Eye Refractometers
3.6 KS P ISO 10342 안과용 기기-시력굴절계
                                                
4. 용어의 정의  
 4.1 시력굴절계 (eye refractometer) 
눈의 굴절 이상 측정에 사용되는   연속 또는 디지털 판독 장치가 있는 기기 (KS P ISO 
10342:20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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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자동시력굴절계(Auto Refractometer)
자동시력굴절계는 안경렌즈를 맞추기 위해 눈의 굴절력 디옵터를 측정하는 기구이다.
* 안광학계나 안경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시력굴절계는 시력굴절계 단독으로 측정하는 기
기는 없고, 각막곡률계와 병행하여 동작하는 “시력굴절/각막곡률계” 형태로 제작된 제품
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4.3 테스트시편 (Test device, 기준시편)
시력굴절계의 굴절력 디옵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굴절계의 디옵터 값을 교정해
줄 디옵터 기준시편이 필요한데, 공칭 값이 –30D, -25D, -20D, -15D, -10D, -5D, 
-2.5D, 0D, +2.5D, +5D, +10D, +15D, +20D, +25D, +30D 등 15 종의 기준시편을 
말하며, 산업계에서는 모델아이렌즈(model eye lens)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델아이렌즈 (model eye lens)는 시력굴절계의 굴절력 값을 교정하기 위한 테스트시편
으로 사람의 눈과 같은 모양의 구조를 갖는 렌즈이다. 렌즈의 앞 표면의 곡률반경은 눈
의 수정체 곡률반경과 비슷한 R = 8 mm 로 만들어져 있고, 뒷면은 망막에 대응하고 평
면으로 황삭 연마되어 있다. 그 뒷 표면에는 눈의 안저 반사율과 비슷한 값의 갈색의 페
인트가 칠해져 있다. 렌즈의 굴절력을 나타내는 디옵터의 값에 따라, 곡률을 갖는 앞 표
면에서 뒷 황삭면까지의 렌즈 길이가 정해진다. 렌즈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또는 광학유리로 만든다. 테스트시편을 광학유리로 만들 때에는 아베 수(Abbe number, 
νe)는 58~60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그림 1. ISO-10342 에서 규정하는 테스트 시편의 구조

 4.4 정점 굴절력 (vertex power)
렌즈의 표면 곡률반경에 기인하는 광선의 굴절력은 디옵터로 표현하는데, 굴절력의 단위
는 디옵터(D, diopter : m-1)로 나타낸다.

 4.5 정점 거리(VD, vertex distance)
정점 거리는 교정 렌즈, 즉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의 뒷면과 각막 앞면 사이의 거리이다. 
대부분의 굴절 (교정 안경 렌즈의 굴절력을 결정하는)측정은 12 mm의 정점 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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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