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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초라식수술과 스마일수술 전후의 대비감도 단기간 임상결과

Comparison of Perioperative Contrast Sensitivity between Laser in situ 
Keratomileusis and Small-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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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vit Eye Hospital, Goyang, Korea

Purpose: To compare contrast sensitivity before and after surgery in patients who underwent laser in situ keratomileusis (LASIK) 
and small-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SMILE).
Methods: From February 2019 to April 2019, 20 patients who underwent LASIK, and 21 who underwent SMILE, were compared 
before, one day, one week, and one month after surgery.
Results: On postoperative day (POD) 1, contrast sensitivity was better in the LASIK group than in the SMILE group under all con-
ditions for 1.6, 1, and 0.64 cycles per degree (cpd). One week after surgery, the contrast sensitivity of the LASIK group was bet-
ter than that of the SMILE group under photopic conditions with glare for 1.6, 1, and 0.64 cpd, under photopic conditions without 
glare for 1 and 0.64 cpd, and under all scotopic conditions for 2.5, 1.6, and 0.64 cpd (p < 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
ence between the two groups, except under the scotopic conditions without glare for 0.64 cpd at one month after surgery. In the 
LASIK group, the contrast sensitivity was best at one week after surgery. The SMILE group showed the poorest contrast sensi-
tivity on POD 1, but this gradually improved.
Conclusions: The LASIK group had better contrast sensitivity on one day and one week after surgery than the SMILE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one month after surgery. In the LASIK group, the contrast sensitivity was best at one week 
after surgery. In the SMILE group, the contrast sensitivity was worst on PO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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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라식수술은 근시와 근시난시를 교정하기 

위해 많이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펨토초레이저를 이

용하여 미세각막절개도 없이 절편을 만드는 라식수술과 절

편 없이 작은 절개창을 통하여 각막기질을 추출해 내는 스

마일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1,2 이 두 수술을 비교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가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근시와 근시

난시를 치료하기 위해 스마일수술과 라식수술을 시행한 후 

장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였을 때 유사한 안전도, 굴절이

상 그리고 시력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들이 있으며,3-8 스마

일수술이 라식수술에 비해서 안구건조증의 발생이 적다는 

보고도 있었다.9 그리고 스마일수술과 라식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 후 시력의 질과 광학적 기능의 초기 회복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와 Low contrast Earl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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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ic Retinopathy Study 차트를 이용하여 진행한 연구

도 있었다.1

시각과 관련해서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호소하는 불편

함에는 시력의 질이 관여하기 때문에 굴절교정수술의 평가

에서 시력만을 유일한 척도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시력

의 질을 같이 평가해야 한다.10-12 백내장이나 굴절교정수술 

이후 환자가 느끼는 시력의 질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정량

화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중 대비감도

를 알아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3-15 하지만 대비

감도는 환자가 직접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의 일부이기 때

문에 이를 객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환자가 직접 느끼는 대비감도의 정도와 눈부심의 

유무에 따른 시각의 불편을 평가할 수 있는 Contrast Glare 

Tester 2000® (CGT 2000®, Takagi Seiko, Takaoka, Japan)

을 이용하여 펨토초라식수술과 스마일수술 전과 후의 대비

감도를 비교해 보았다.

대상과 방법

2019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굴절교정수술을 위해 

본원을 방문하여 펨토초라식수술을 시행한 20명의 환자와 

스마일수술을 시행한 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수술은 1명의 술자(J. S. C.)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수술 후 한 달까지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환자들을 후향적

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펨토초라식수술은 VisuMax 500 kHz 펨토초레이저(Zeiss®, 

Carl Zeiss Meditec AG, Jena, Germany)를 이용하였으며 

500 kHz, 140 nJ laser pulse, 4.5 μm로 레이저를 설정하였다. 

술 전 0.5% proparacaine hydrochloride (Alcaine®, Alcon, 

Fort Worth, TX, USA)로 점안마취를 시행 후 환자의 눈을 

펨토초레이저 장비에 접촉시켰으며, 흡입 완료 후 직경 

8.2 mm, 절편 두께 110 μm, 비측에 위치한 경첩을 둔 절편

을 만들었다. 이후 엑시머레이저(EX500®, Alcon, Fort Worth, 

TX, USA)를 이용하여 각막 절삭을 시행하고, 절삭면은 평

형염액(BSS®, Alcon)을 이용하여 세척을 시행하였다.

스마일수술은 VisuMax 500 kHz 펨토초레이저(Zeiss®, 

Carl Zeiss Meditec AG)를 이용하였으며, 500 kHz, 140 nJ 

laser pulse, 4.5 μm로 레이저를 설정하였다. 술 전 0.5% 

proparacaine hydrochloride (Alcaine®, Alcon)로 점안마취를 

시행한 후 환자의 눈을 펨토초레이저 장비에 접촉시켰으며, 

흡입 완료 후 각막 절개창을 만들었다. 각막기질조각의 지

름은 6.5 mm, 각막 뚜껑의 지름은 7.5 mm였고 절개창은 

2.0 mm, 각막 뚜껑의 두께는 110 μm였다. 레이저 조사 이

후에 미세둥근주걱을 이용하여 각막 절개창을 통해 잔존 

가교상조직을 끊었으며 McPherson forceps (Geuder, GmbH, 

Heidelberg, Germany)으로 기질 조각을 꺼냈다. 기질 조각

이 빠져나온 자리의 주머니는 평형염액(BSS®, Alcon)을 이

용하여 세척을 시행하였다. 두 수술군 모두 수술 종료 이후 항

생제 점안액(0.5% Ofloxacin, Tarivid®, Santen Pharmaceutical 

Co., Ltd., Japan)과 스테로이드 점안액(0.1% Fluorometholon, 

Flumetholon®, Santen Pharmaceutical Co., Ltd.) 그리고 인공

누액(0.1% Sodium hyaluronate, Eyelein®, Kolmar, Switzerland)

을 점안하였다.

모든 대상 환자들은 라식수술 또는 스마일수술 시행 전

에 세극등검사, 나안원거리시력, 안압검사, 자동굴절각막곡

률계, 현성굴절검사를 통한 최대교정시력, 안저검사, 각막

형태검사, 각막두께검사, 대비감도검사를 시행하였다. 술 

후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막질환이나 망막질환, 녹내

장이나 외상의 과거력이 있던 환자와 수술 중 합병증이 발

생한 경우는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CGT 2000® (Takagi Seiko)은 자동대비감도 눈부심 측정

기로 실제로 환자가 느끼는 대비감도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대비감도측정 도중 눈부심 램프를 이용하여 눈부

심으로 인한 시각방해의 정도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소시(photopic)와 암소시(scotopic) 

각각을 눈부심 유무 조건별로 5 m 거리 모드에서 검사를 

시행하였고, 양안의 대비감도를 6.3, 4.0, 2.5, 1.6, 1.0, 0.64 

cycle per degrees (이하 cpd)별로 측정하였다. 술 후 1일, 

1주, 한 달째에 추적 관찰을 시행하였으며, 매 검사마다 굴

절이상을 교정한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 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으며, 평균 분석

과 Mann Whitney U-test를 통해서 각 검사 시점과 조건에

서 라식수술군과 스마일수술군을 비교하였다. Mann Whitney 

U-test의 모든 자료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

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였다. 그리고 Friedman test를 사

용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유

효성을 검정하였다. p<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간주하였으며, p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그

래프는 GraphPad Prism 5 (GraphPad Software,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임상시험심

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아래 진

행되었다(IRB 승인 번호: 201908-004-01).

결 과

총 41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평균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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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peration Type

p-value
LASIK SMILE

Number of patients 20 21 -
Sex (male:female) 8:12 7:14 -
Mean age (years) 25 ± 7.1 23.43 ± 4.25 0.97
Pre op S.E (D) - 3.99 ± 1.7 - 4.12 ± 1.7 0.23
UCVA* 0.11 ± 0.1 0.13 ± 0.2 0.99
CCT (μm) 577.17 ± 27.56 566.69 ± 15.9 0.0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Pre op = preoperative; LASIK = laser in situ keratomileusis; SMILE =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S.E = spherical equivalent; D = 
diopters; UCVA = uncorrected distant visual acuity; CCT = central corneal thickness.
*Snellen chart.

Table 1. Preoperativ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Operation Type
p-value

LASIK SMILE
1 day UCVA* 1.0 ± 0.02 1.0 ± 0.1 0.06

S.E (D) 0.43 ± 0.40 0.25 ± 0.48 0.17
1 week UCVA* 1.0 ± 0.03 1.0 ± 0.04 0.42

S.E (D) 0.34 ± 0.49 0.17 ± 0.50 0.24
1 month UCVA* 1.0 ± 0.01 1.0 ± 0.04 0.55

S.E (D) 0.22 ± 0.52 0.20 ± 0.34 0.5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LASIK = laser in situ keratomileusis; SMILE =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UCVA = uncorrected distant visual acuity; S.E = spher-
ical equivalent; D = diopters.
*Snellen chart.

Table 2. Postoperativ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수술 전 구면렌즈대응치, 나안시력, 중심각막두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수술 후의 나안시력과 구면

렌즈대응치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수술 전 두 군 간의 대비감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수술 후 1일째 눈부심 있는 명소시 조건의 1.6, 

1, 0.64 cpd는 라식수술군에서 각각 0.014 ± 0.008, 0.026 ± 

0.012, 0.054 ± 0.019로 0.020 ± 0.01, 0.042 ± 0.02, 0.070 

± 0.027인 스마일수술군의 대비감도보다 더 좋았고(p=0.049, 

p=0.011, p=0.048), 눈부심 없는 명소시(p=0.003, p=0.001, 

p<0.001)와 눈부심 있는 암소시(p=0.025, p=0.020, p=0.011) 

그리고 눈부심 없는 암소시 조건의 1.6, 1, 0.64 cpd 모두 

라식수술군의 대비감도가 스마일수술군보다 더 좋았다

(p=0.047, p=0.004, p=0.007). 수술 후 1주째 눈부심 있는 

명소시 조건의 1.6, 1, 0.64 cpd 모두 라식수술군의 대비감도

가 스마일수술군보다 더 좋았으며(p=0.021, p=0.041, p=0.013), 

눈부심 없는 명소시 조건의 1, 0.64 cpd에서도 라식수술군

의 대비감도가 스마일수술군보다 더 좋았다(p=0.041, p=0.004). 

눈부심 있는 암소시(p=0.036, p=0.026, p=0.011)와 눈부심 

없는 암소시 조건의 2.5, 1.6, 0.64 cpd 모두 라식수술군이 

스마일수술군보다 대비감도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40, p=0.036, p=0.029). 수술 후 한 달째에는 눈부심 

있는 암소시 조건의 0.64 cpd에서 라식수술군의 대비감도

가 0.190 ± 0.097로, 0.229 ± 0.051인 스마일수술군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았던 결과(p=0.046)를 제외하고 모든 

조건과 시표 크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

수술 전과 후의 추적 관찰 경과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 보

았을 때 라식수술군의 눈부심 있는 명소시의 2.5, 1.6, 1, 

0.64 cpd, 눈부심 없는 명소시의 1.6, 1, 0.64 cpd, 눈부심 있

는 암소시의 모든 시표 크기, 눈부심 없는 암소시의 2.5, 

1.6, 1, 0.64 cpd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001, 눈부

심 있는 명소시의 2.5 cpd는 p=0.03). 그중 수술 후 1주째와 

수술 후 한 달째의 대비감도는 눈부심 있는 명소시의 1.6, 

1, 0.64 cpd에서 평균 0.001 만큼, 눈부심 없는 명소시의 

0.64 cpd에서 평균 0.011 만큼, 눈부심 있는 암소시의 6.3, 

4, 2.5, 1.6, 0.64 cpd에서 평균 0.003 만큼, 눈부심 없는 암

소시의 1.6 cpd에서 0.001 만큼 감소했다. 그 외에 눈부심 

없는 암소시의 4 cpd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스마일수술군에서는 눈부심 없는 

명소시의 1.6, 1, 0.64 cpd, 눈부심 있는 암소시의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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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s of contrast sensitivity between laser in situ keratomileusis (LASIK) and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SMILE) at each period. cpd = cycle per degree. *Mann-Whitney U test (p <  0.05).

1.6, 0.64 cpd, 눈부심 없는 암소시의 1 cpd에서 유의한 변

화를 보였다(p<0.001, 눈부심 없는 명소시의 1.6 cpd는 

p=0.03, 눈부심 있는 암소시의 0.64 cpd는 p=0.04, 눈부심 

없는 암소시의 1 cpd는 p=0.02). 그중 눈부심 없는 명소시

의 1.6, 1, 0.64 cpd, 눈부심 있는 암소시의 2.5, 1.6, 0.64 

cpd, 눈부심 없는 암소시의 1 cpd에서 수술 후 1일째의 대

비감도가 가장 좋지 않았고, 수술 후 1주째에 대비감도의 

회복을 보이고, 수술 후 한 달째 가장 좋은 대비감도를 보

였다. 그 외에 눈부심 있는 명소시의 1.6, 1, 0.64 cpd, 눈부

심 없는 암소시의 1.6 cpd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 2).

고 찰

라식수술과 스마일수술은 Shen et al7
과 Moshirfar et al16

의 메타분석에서 보였듯이 근시와 근시난시를 교정하기 위

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술 방법이다. 비록 안구건조증 발

생에 있어서 스마일수술이 조금 더 발생이 적다고 알려져 

있거나,9,17 스마일수술에서 초기 시력의 질의 회복이 라식

수술보다 조금 더 늦다고 밝혀낸 연구
1
와 같이 초기 회복의 

차이는 있지만 스마일수술과 라식수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 안전성과 시력예후를 보인다.7,9,16 앞서 언급한 

여러 논문들은 라식수술과 스마일수술 이후 시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하였지만 수술 전후에 장비를 이

용하여 대비감도의 객관적인 변화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라식수술군과 스마일수술군 모두 수술 후 

1일째 1.6, 1.0, 0.64 cpd 세 크기의 시표에서 라식수술군이 

대비감도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1주째에는 눈부심 있

는 명소시 조건의 1.6, 1.0, 0.64 cpd, 눈부심 없는 명소시 

조건의 1, 0.64 cpd에서 라식수술군의 대비감도가 좋았으

며, 그 외 눈부심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의 암소시에서는 

2.5, 1.6, 0.64 cpd에서 라식수술군의 대비감도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술 후 한 달째에는 눈부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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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s of contrast sensitivity under photopic with glare, photopic without glare, scotopic with glare, scotopic without 
glare lighting conditions over one month of follow-up. LASIK = laser in situ keratomileusis; SMILE = small incision lenticule ex-
traction; cpd = cycle per degree. *Friedman test (p < 0.05).

는 암소시 조건의 0.64 cpd에서 라식수술군의 대비감도가 

좋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건과 시표 크기에 따라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눈부

심의 유무와 명소시와 암소시 조건에 관계없이 시표 크기

가 작은 조건에서 스마일수술군이 라식수술군보다 대비감

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시표 크기가 커

지면 두 군에서 차이가 없어지고 이렇게 발생한 차이도 수

술 후 한 달이 지나면 두 수술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게 된다. 이는 수술 후 90일째에는 스마일 수

술군의 대비감도가 더 좋았지만 수술 후 1일째에는 스마일

수술군보다 라식수술군의 대비감도가 더 좋았다는 Ganesh 

and Gupta18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수술 후 1일째와 

1주째에 라식수술군의 대비감도가 스마일수술군보다 더 좋

았고, 수술 후 한 달째에는 두 군의 대비감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Chiche et al1
의 연구와는 

비슷한 결과이다.

라식수술군과 스마일수술군에서 눈부심 유무와 명소시, 

암소시 조건 각각의 경우에서 시간에 따른 대비감도의 변

화가 유의한지 확인해 보았을 때 라식수술군에서는 눈부심 

있는 암소시 조건의 모든 시표 크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화를 보였고, 눈부심 없는 명소시 조건에서는 1.6, 1, 

0.64 cpd에서 유의했으며, 눈부심 있는 명소시 조건과 눈부

심 없는 암소시 조건에서는 2.5, 1.6, 1, 0.64 cpd에서 유의

한 변화를 보였다. 스마일수술군에서는 눈부심 없는 명소

시 조건의 1.6, 1, 0.64 cpd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고, 눈부

심 있는 암소시 조건에서 4, 2.5, 1.6, 0.64 cpd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며 눈부심 없는 암소시 조건에서 1 cpd에서

만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라식수술군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인 빛 조건과 시표 크기 조건을 보면 수술 전의 대비감도

가 가장 낮고, 수술 후 1일째 대비감도가 증가하며, 수술 후 

1주째 대비감도가 가장 좋아졌다가 수술 후 한 달째 대비

감도가 경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일수술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빛 조건과 시표 크기 조건

을 확인해 보았을 때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일째가 가장 

대비감도가 안 좋았다가 수술 후 1주째 대비감도가 회복되

며, 수술 후 한 달째 대비감도가 가장 좋아지는 경향을 보

인다. 요약하자면 라식수술은 수술 후 1주째까지 대비감도

가 좋아졌다가 한 달째에 대비감도가 경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스마일수술은 수술 후 1일째에 대비감도가 

가장 좋지 않았다가 한 달까지 서서히 회복하는 경향을 가

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눈부심으로 인한 불편함이 가

장 많은 암소시 조건의 작은 시표 크기에서 잘 나타난다

(Fig. 2).

스마일수술군에서 라식수술군보다 초기 회복이 느린 것

에 대해서는 기존의 몇 가지 이론이 존재한다. 첫째는 스마

일수술에서 펨토초레이저를 조사한 후에 미세둥근주걱을 

사용하여 각막기질조각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각막기질에 

손상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염증이 발생하면서 

시력의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설명이다. Agca et al19
은 스

마일수술 1주 후와 펨토초라식수술 1주 후에 동초점현미경

을 이용해서 각막을 검사하였을 때 스마일수술군에서 후방

산란이 더 심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스마일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기질 절단면 사이의 특수한 회복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는 레이저 에너지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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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의 차이에 대한 주장으로 

Chiche et al1
은 엑시머레이저는 광절제 작용으로 연속적이

고 완만한 절단면을 만들지만 펨토초레이저의 광파괴작용

은 수술 시 거품과 잔존가교상 조직이 섞인 불규칙한 절단

면을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펨토초레이저시술은 

각막기질에 해부학적으로 조금 더 불규칙한 절단면을 만들

고 라식수술에 비해서 광학적으로 더 큰 손상이 발생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스마일수술에서 각막기질을 

제거한 후에 각막기질 기저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연속성이 

결여되면서 대비감도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하였

다. 높은 펨토초레이저의 에너지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라식수술과 스마일수술에 사용된 140 nJ의 펨

토초레이저 에너지와는 달리 Donate and Thaëron20
은 스마

일수술 시 180 nJ의 표준 에너지와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

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100 nJ로 에너지를 조사하였을 때를 

비교한 결과 플라즈마 역치인 100 nJ의 에너지를 사용하였

을 때 시력 회복이 더 빨랐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대비감도의 회복도 빠를 수 있음을 시

사한다. 그리고 상기 언급한 가설 이외에도 저자들은 스마

일수술 시 미세둥근주걱을 이용하여 잔존 가교상조직을 끊

는 과정에서 각막의 콜라겐 조직이 물리적으로 늘어나면서 

각막기질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안구건조증은 스마일수술이나 라식수술 후에 발생

하는 시력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스마

일수술이 라식수술에 비해서 안구건조증이 적게 발생하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의 저하가 덜하다는 연구들이 있다.9,17 스

마일수술이 비록 라식수술보다 대비감도의 초기 회복이 늦

긴 하지만 수술 한 달째에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

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고, Chiche et al1
은 대비감도 변

화에 대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수술 후 

1일째, 1주째, 한 달째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라식수술군

과 스마일수술군 간의 환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라식수

술과 스마일수술의 선택에 있어서 초반의 변화보다는 장기

적인 시력의 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iu et al21
에 따르면 

스마일수술은 6개월간 경과 관찰을 하였을 때 라식수술에 

비해 구면수차 유도율이 낮다고 보고하였고, 안구건조증의 

발생도 더 적으므로 같은 조건하에서 환자의 장기적인 시

력의 질을 고려한다면 스마일수술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라식수술과 스마일수술 전후에 대비

감도의 변화를 눈부심 유무와 명소시, 암소시 조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했다는 점에 둘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는 

환자들에게 라식수술이나 스마일수술 후 대비감도의 초기 

회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모집단이 적어서 표본이 정규분

포를 따르지 않아 비모수 검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양안을 사용하는 실제 생활에서의 대비감도를 측정해

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양안 각각의 시력과 

대비감도를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점, 경과 관찰 기간이 수술 

후 한 달까지로 짧아서 장기적인 대비감도의 변화를 알아

볼 수 없었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도 설문지를 

이용하여 환자들의 주관적인 대비감도를 조사했다면 장비

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강할 수 있는 좋

은 연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술 후 1주

째 대비감도에 비해 술 후 한 달째 대비감도가 감소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술 후 각막기질이 회복되면서 발생하는 변

화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의 모집단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라식수술군이 스마일수술군에 비해 수술 후 

1일째, 1주째의 대비감도가 좋았으나 한 달째에는 두 군 간

의 차이가 없었다. 라식수술군은 수술 후 1주째에 가장 대

비감도가 좋았고, 스마일수술군은 수술 후 1일째에 가장 대

비감도가 좋지 않았다가 점차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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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펨토초라식수술과 스마일수술 전후의 대비감도 단기간 임상결과

목적: 라식수술과 스마일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 전과 수술 후 초기의 대비감도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9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 20명, 스마일수술을 받은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1일 후, 수술 1주 후, 수술 한 달 후의 눈부심 유무와 명소시, 암소시 조건에 따른 대비감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수술 후 1일째 모든 조건의 1.6, 1, 0.64 cycle per degree (이하 cpd)에서 라식수술군이 스마일수술군보다 대비감도가 더 좋았

고, 수술 후 1주째에 눈부심 있는 명소시의 1.6, 1, 0.64 cpd, 눈부심 없는 명소시의 1, 0.64 cpd, 눈부심과 관계없는 암소시의 2.5, 

1.6, 0.64 cpd에서 라식수술군의 대비감도가 더 좋았다(p<0.05). 경과 관찰에 따른 대비감도의 변화를 비교하였을 라식수술군은 수술 

후 1주째의 대비감도가 가장 좋았고, 스마일수술군은 수술 후 1일째 대비감도가 가장 좋지 않았다.

결론: 라식수술군이 스마일수술군에 비해 수술 후 1일째, 1주째의 대비감도가 좋았으나 한 달째에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라식수

술군은 수술 후 1주째에 가장 대비감도가 좋았고, 스마일수술군은 수술 후 1일째에 가장 대비감도가 좋지 않았다가 점차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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