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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적: 여자 중학생들의 렌즈 관리수행정도를 알아보고, 렌즈 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을 조사하여
대상자들의 지식수준과 실제 관리수행정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비실험 연구, 서술적 상관성 연구로, 2016년 9월 및 10월에 자료수집에 동
의한 콘택트렌즈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자 중학생 121명에게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
문지 도구는 렌즈 관리수행정도에 관한 20문항, 지식수준에 관한 1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
가 높을수록 관리수행정도나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결과: 콘택트렌즈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른 관리수행정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0.181, p=0.055).
논의: 관리수행정도 총점과 지식수준 총점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렌즈 관리수행정
도와 지식수준 문항의 세분화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용액관리(p<0.01), 케이스관리(p=0.045),
착용습관(p=0.039) 항목은 지식수준과 관리수행정도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렌즈관리 중요성의 인식’이라는 변수가 관리수행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F=4.476, p=0.014)
결론: 추후 청소년 렌즈관리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지도록 하기 위해, 대표성을 갖는 지식수
준 측정도구 및 수행정도 측정도구가 개발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렌
즈관리지식 교육을 제공하여 관리수행정도를 선후비교하는 후행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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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소프트콘택트렌즈 시장은 점차 확장되
고 있다.¹⁾ 콘택트렌즈는 시력교정을 위해 일반
화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미적 욕
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들은 안경보다 콘택트렌즈 착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4)
한편 성인에서 콘택트렌즈 사용률은 여성이
10.3%, 남성이 3.8%로 여성이 두 배 이상 많
았고, 이러한 경향은 초, 중, 고등학생에서도
다르지 않았다.2) 이 뿐만 아니라 위의 실태조
사5)에서는 콘택트렌즈 사용 경험이 있는 학생
이 여학생은 50%에 달한 데 반해 남학생은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들4),6)의 주 대상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렌즈의 주 사용자가 여자임을 추
론할 수 있다.
한 실태조사4)에서 총 대상자 500명 중 149
명(47.15%)이 렌즈의 처음 착용 시기를 중학교
1학년 때라고 밝혔고, 다른 중·고등학생 남자
472명과 여자 448명, 총 9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5)에서는 참여자의 약 63%가 14-16세
에 렌즈를 처음 착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중학교 여학생으로 한정
하였다.
한편, 콘택트렌즈는 각막과 직접 접촉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감염과 안구손상이
일어날 위험을 가지고 있다.3) 따라서 콘택트렌
즈는 관리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
러나 중·고등학생 남자 472명(중 204명, 고 268
명), 여자 448명(중 209명, 고 239명), 총 920명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5)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세척액을 이용하여 렌즈를 매일 세척
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소독법에 대해 알고 있
는 학생은 25%에 불과했으며, 30일에 한 번
세척하는 학생은 5명이었다. 또한 총 67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7)에 의하면 어린 사람들
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콘택트렌즈 착용지침을
옳게 준수하지 않고 있다.
콘택트렌즈는 첫 착용 시부터 올바른 사용습
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주로 젊은 층이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중요
하다.⁷⁾ 이를 위의 국내 콘택트렌즈 사용률의
증가와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여중생을 대상으
로 한 올바른 콘택트렌즈 관리와 사용법에 대
한 인식 및 교육이 필요하다.⁸⁾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올바른 렌즈 착용
및 관리법의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
나, 중학생들의 지식수준과 렌즈 관리의 상관
성을 다루는 연구는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여자 중학생들의 렌즈 관리수행정도
를 알아보고, 렌즈 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을 조
사하여 대상자들의 지식수준과 실제 관리 수행
정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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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여자 중학생의 콘
택트렌즈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리수행정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올바른 렌즈 착용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 것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중학생들의 콘택트렌즈 관리수행정
도를 조사한다.
둘째, 여자 중학생들의 콘택트렌즈 관리에 대
한 지식수준을 조사한다.
셋째, 여자 중학생의 콘택트렌즈 관리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리수행정도의 상관성을 규명한
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자 중학생의 콘택트렌즈 관리에
대한 지식수준 및 관리수행정도를 파악하기 위
한 비실험연구, 서술적 상관성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콘택트렌즈를 사용
한 경험이 있는 여자 중학생으로, 근접모집단
은 콘택트렌즈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선정된
여자 중학생이다. 표본은 2016년 10월에 자료
수집에 동의한 여자 중학생이며, G-power 3.1
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효과크

기 0.3으로 설정한 후 계산된 282명으로 대상
자 모집크기 정하였다. 하지만 자료 수집의 어
려움으로 121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자 보호 방법은 첨부된 연구 설명
문 및 연구 참여 동의서를 참조한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드림렌즈를 제외한 콘택트렌즈를 사용한 경험
이 있는 선정된 여자 중학생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남자 중학생, 2) 콘택트렌즈를 사용한 경험
이 없는 여자 중학생
3. 연구도구
가. 렌즈관리정도
본 도구는 Alessandro Abbouda 외 6명
(2016)이 10대의 콘택트렌즈 관리정도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식약처의 ‘콘택트렌즈의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
를 통해 상황에 맞게 번역하고 수정·보완한 문
항을 전문가 집단인 간호학 교수 8인과 안과의
사 1인의 CVI 0.8점 이상의 문항만 연구도구
에 포함하여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도구는 렌즈관리 3문항, 용액관리 1문
항, 케이스관리 3문항, 착용습관 6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각각의 문항
에 맞는 항목을 설정하여 점수화하였다. 점수
의 범위는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렌즈관리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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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렌즈착용 지식수준
본 도구는 식약처의 ‘콘택트렌즈의 안전사용
을 위한 정보’를 토대로 연구자가 어휘에 맞지
않는 말을 수정 · 보완한 문항을 전문가 집단
인 간호학 교수 8인과 안과의사 1인의 CVI
0.8점 이상의 문항만 연구도구에 포함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구는 5개 영역으로
렌즈관리에 대한 지식 3문항, 용액관리에 대한
지식 3문항, 케이스관리에 대한 지식 3문항, 렌
즈의 착용습관에 관한 지식 8문항, 렌즈의 구
입경로에 대한 지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이분척도로 측정되며 오답 및
모름은 0점, 정답 1점으로 점수화하여 최저 0
점에서 최고 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렌즈착
용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 연구도구의 타당도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관리행태를 보고, 명목
척도를 사용하여 지식수준을 보았다. 일반적
사항에서 용돈, 경제적 수준 등은 비율척도로
측정하였다. 평정척도의 총화평정척도를 사용
하여 지식수준과 관리행태를 보고, 평정척도의
서술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일반적 사항을 보았
다. 연구에서 측정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일시적인 개인적 요인, 반응 경향 편향, 실행상
의 차이, 측정도구의 명확성, 측정도구의 형식
이 있다. 일시적인 개인적 요인은 대상자가 그
날의 기분이나 피로도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
질 수 있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줄
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응 경향 편향

은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방향으
로 선택하기 때문에 측정오차가 발생하는 것이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수준에 관한 질문
시 한 주제로 일률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여러
주제를 섞어서 제시하여 문제를 풀면서 지식을
습득하지 않도록 하였다. 실행상의 차이를 해
결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자들끼
리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합의된 방법으로 연
구를 진행하도록 교육하였다. 측정도구의 명확
성을 위해 ‘부모의 지지’에 관해 질문할 때 경
제적, 정서적, 지식적 지지 세 문항으로 세분화
하여 질문하였다. 측정도구의 형식은 다지선다
형으로 만들어 페이지 수를 줄여 대상자가 쉽
게 풀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대한
항목을 맨 뒷장으로 배치하여 나머지 문항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문항을 배치할 때
관리 문항을 지식 문항보다 앞에 배치하여 서
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라. 연구도구의 신뢰도
내적일관성을 위해 Kuder-Richardson-20
(KR-20),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
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판별력이 떨어지는
문항을 삭제하였고, 연구 진행 시 범주나 응답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시행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10월 중 협조를 받은 여자
중학생들에게 설문지법으로 시행하였다.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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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간호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자
가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중학생
및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연구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연구
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설문지 표지에 연구
책임자의 무선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
였다. 설문 소요 시간은 약 15분이며, 설문이
끝난 후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이 69.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 달 용돈으로
는 3만원 이하인 경우와 3만원 초과 6만원 이
하인 경우가 각각 3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Grade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결과는 p값이 0.05

Monthly
allowance
(10,000won)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여자 중학생의 렌즈착용에 대한 지식수준과
렌즈관리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분석
2) 렌즈착용에 대한 지식수준과 렌즈관리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
3)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Kuder-Richardson20(KR-20),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
하였다.

Categories
1
2
3
≤3
>3~≤6
>6~≤9
>9~≤12
>12

n(%)
9(7.4)
28(23.1)
84(69.4)
39(34.8)
39(34.8)
6(5.4)
16(14.3)
12(10.7)

2. 렌즈 착용과 관련된 사항
대상자의 렌즈관리를 잘 하는 것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부
터 10점(매우 중요하다)라고 표현한 10점 척도
중 9~10점이 74.4%로 가장 많았다.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로는 서클 또는 컬러렌즈가 45%,
일회용 렌즈가 25.2%, 소프트렌즈가 24%였다.
렌즈를 착용하는 이유로는 시력 교정이 46.3%,
미용 목적이 45%였다. 렌즈 착용 시작 시기는
14세가 45%, 15세가 29.2%로 나타났다. 렌즈
구입경로로는 안경점이 65.6%로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부모님이 본인의
렌즈 착용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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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한 비율이 89.9%였다. 부작용 경험 여
부로는 ‘아니오’라고 답한 비율이 61.9%였고,
주로 경험한 부작용으로는 충혈, 안구건조증,
결막염 등이 있었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1 for Using Contact Len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lens management
(n=117)
Types of contact
lens (복수선택)
(n=171)
Reason for using
contact lens
(복수선택)
(n=160)

Categories
≤6
7~8
9~10
soft lens
color lens
hard lens
disposable lens
기타(드림렌즈)
시력교정
미용
호기심
친구 따라서
기타
≤13
14
Age lens first
worn (year)
15
16
Purchase route of 인터넷 주문
마트
contact lens
안경점
(복수선택)
안과
(n=131)
렌즈전문점
Parents’
Yes
No
awareness
I don't no
(n=119)
Experience of
Yes
side effect
No
(n=113)

n(%)
9(7.7)
21(17.9)
87(74.4)
41(24.0)
77(45.0)
8(4.6)
4(25.2)
2(1.2)
74(46.3)
72(45.0)
4(2.5)
5(3.1)
5(3.1)
13(10.8)
54(45.0)
35(29.2)
18(15.0)
3(2.3)
3(2.3)
86(65.6)
16(12.2)
23(17.6)
107(89.9)
8(6.7)
4(3.4)
43(38.1)
70(61.9)

3. 콘택트렌즈 관리수행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측정되어진 관리수행정도는
28점에서 60점이었고, 측정 가능한 최대 65점
중에서 평균은 45.42점이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리수행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렌즈 관리수행정도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렌즈관리를 잘
하는 것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F=4.476,
p=0.014)이 있었고, 사후 검증 결과 렌즈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한 군이 덜 중요하게 인식한 군
보다 렌즈관리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렌즈 착용 시작 시기(F=3.153, p=
0.028)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작용
경험 여부(F=-2.097, p=0.038)항목에서도 부작
용 경험이 없는 군이 부작용 경험이 있는 군보
다 렌즈관리수행정도가 높았다(Table 3).
5. 지식수준
본 연구대상자의 측정되어진 지식수준은 1점
에서 19점이었고, 측정 가능한 최대 20점 중에
서 평균은 15.93점이었다.
6. 지식수준 및 관리수행정도의 상관관계
콘택트렌즈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른 관리수
행정도를 살펴본 결과(F=0.181, p=0.055), 두
변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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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ns

Manag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Lens Management
t or F (p)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Scheffe
1
9(7.4)
49.0±4.78
Grade
2
28(23.1)
44.6±6.74
1.43(.243)
3
84(69.4)
45.4±6.63
0~3
39(34.8)
46.3±7.13
4~6
39(34.8)
45.4±6.56
Monthly Allowance 7~9
6(5.4)
46.4±3.33
.232(.920)
(10,000won)
10~12
16(14.3)
44.5±6.53
≥13
12(10.7)
45.4±7.25
9(7.7)
40.4±7.90a
The Awareness of ≤6
21(17.9)
43.5±5.70b
Importance in Lens 7~8
4.476(.014 )
Management
c＞a,b
9~10
87(74.4)
46.4±6.39c
(n=117)
≤13
13(10.8)
46.6±3.48a
14
54(45.0)
43.5±6.43b
Age Lens First
3.153(.028 )
Worn (year)
15
35(29.2)
46.3±6.76c
16
18(15.0)
48.3±7.00d
107(89.9)
45.5±6.75
Parents’ Awareness Yes
No
8(6.7)
46.9±5.41
.994(.373)
(n=119)
I don't no
4(3.4)
41.3±4.11
Experience of Side Yes
43(38.1)
43.9±6.37
-2.097(.038 )
No
70(61.9)
46.5±6.06
Effect (n=113)
p<0.05






Table 4. Correlations among total knowledge
score and total management score of contact
lens(n=113).

Total
Total
management knowledge
Total
1
management
Total
.181(.055)
1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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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본 연구에서는 렌즈 관리수행 정도와 지식
수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관리 수행과 지식수준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수행은 ‘렌즈관리,
용액관리, 케이스관리, 착용습관’으로 항목
을 나누었고, 지식수준은 ‘렌즈관리, 용액관
리, 케이스관리, 착용습관, 구입경로’로 항목

을 나누었다. 관리수행 항목 중 렌즈관리
항목은 렌즈관리 지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용액
관리(p<0.01), 케이스관리(p=0.045), 착용습
관(p=0.039) 항목은 지식수준과 관리수행정
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액관리 지식점수와 관리
수행점수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1).
연구에 참가한 여자 중학생들이 렌즈관리
수행정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에 따라, 각
항목별로 특정 문항들에 대하여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Choi
(2004)의 연구에 따르면, 오염된 콘택트렌즈
보존액이나 용기는 종종 세균성 각막염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렌즈보관용액의
유통기한 확인 여부를 묻는 문항에 ‘전혀
안함’으로 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17%였으
며, ‘가끔’으로 답한 대상자는 18.6%였다.
이와 같이 렌즈보관용액의 유통기한을 확인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염된 보존액을 구입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여자 중학생의 안
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케이스관리’ 항목의 케이스 세척주기
를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7일 이상’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32.2%였다.
Kim(2014)의 연구는 케이스 세척 방법에
대해 1주일에 한 번 정도 세척액으로 닦아
뜨거운 물로 깨끗이 헹구어 자연건조 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소독법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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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합병증 발생 여부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다. 권고된 세척 주기대로 렌즈 케
이스 세척을 실시하는 여자 중학생은 연구
대상자의 2/3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소독법을 실천하는 학생은 더욱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렌즈 케이스 교환주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2015)에서는 최소 3개월
마다 교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렌즈
케이스 교환 주기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
의 54.0%가 ‘3개월 이상’ 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렌즈지식 문항 중 ‘렌즈 케이스를 6개
월 이상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서 ’그렇다‘ 혹은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응
답자는 전체의 36.4%였다. 해당 결과를 통
해 많은 여자 중학생들이 렌즈 케이스 교환
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
었고, 따라서 올바른 케이스 관리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루 평균 렌즈 착용 시간에 대해 대한안
경사협회는 일반 콘택트렌즈(소프트렌즈 기
준)는 1일 8시간 이하, 컬러렌즈는 1일 4시
간 이하 착용을 권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51.7%가 8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렌
즈는 하루종일 끼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물
어보는 지식 문항에서 ’그렇다‘ 혹은 ’모르
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3.2%였
다. 이에 대해 권장되는 렌즈 착용 시간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추가로
사정할 필요가 있으며, 권장되는 렌즈 착용
시간인 8시간을 넘겨서 렌즈를 착용하는 이

유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파악과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중생의 콘택트렌즈에 대한 지식수준은
20점 만점에 평균 15.93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많은 수의 여중생이 잘
모르고 있는 특정 문항이 있었다. ‘렌즈를
낀 채로 수영해도 된다’라는 지식을 묻는
항목에서 ’그렇다‘ 혹은 ’모르겠다‘라고 대답
한 응답자가 전체의 20.7%였다. Minna
Vesaluoma(1995)의 연구에 따르면 수영장
에서의 렌즈 착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이는
안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구건강을 위해 수영장에서 콘택
트렌즈를 착용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제공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리수행정도를 분석
한 결과, 렌즈관리를 잘 하는 것의 중요도
에 대한 인식 수준(F=4.476, p=0.014)이 높
을수록 렌즈관리수행정도가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렌즈관리수행
정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렌즈관리의 중요성
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적
절한 홍보 및 교육방안의 개발에 대한 필요
성으로 이어진다.
설문에 참여한 여자 중학생 대부분의 렌즈
구입 경로는 안경점(65.6%)과 렌즈전문점
(17.6%)이었다. 따라서 렌즈 구입처에서 관
리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
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선행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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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의 첫 착용 시기가 중학교 1학년 때
(47.15%)라고 밝혔기 때문에 학교적 차원에
서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이 시사된다.
본 연구 중 대상자의 부작용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38.1%가 부작용을 경험했음
을 보고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충혈, 안구건
조증, 결막염 등이 있었다. 안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소프트렌즈
(46.6%)와 컬러렌즈(42.1%)착용자들에게서
부작용이 보고되었고, 주요 합병증으로는
각막 침식, 무균 각막 침윤, 알레르기 질환,
결막염, 각막 궤양 및 안구 건조증 등이 보
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렌즈 종류와 부작용
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대상자의 24%가 소프트렌즈를, 45%가 컬
러렌즈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더
불어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군에서 렌즈
관리수행정도가 더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변수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추후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렌즈관리수행정도는 렌즈 착용 시작
시기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사후검증 결과 착용 시작 시기와 수행정도
의 명확한 관계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추후
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관계성을 규명한
후 적절한 렌즈관리교육의 시작 시기를 권
고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된다.
본 연구는 연구 계획 시 G-power을 통하

여 대상자 모집크기를 282명으로 정하였지
만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121명의 표본만
을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 어려우
며 대표성을 지니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표본 모집 시 서울 일개 여자 중학교에서
과반수의 표본이 모집된 점, 3학년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 점에서 연구 대상자의 동
질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결론

본 연구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콘택
트렌즈에 대한 지식수준 및 관리수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지
식수준 총점과 관리수행정도 총점 사이에서
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세분화된 항목 중에서는 용액관리(p<0.01),
케이스관리(p=0.045), 착용습관(p=0.039)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리수행정도가 각각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학생들의 올바른 렌즈관리수행을 증진
시켜주기 위한 교육을 계획 시 렌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내용 초점을 맞추
고, 용액관리법, 케이스관리법, 올바른 착용
지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추
후 청소년 렌즈관리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는 지식수준
측정도구 및 수행정도 측정도구 개발을 위
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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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렌즈관리지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
고 그 전후로 관리수행정도를 비교하여 정
확한 선후관계 규명을 위한 후행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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