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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contrast sensitivity was analyzed using the difference in interval between lenses
for regular mirror sunglasses and clip-on sunglasses with different visions of the lens between the
front and the back, and optical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rom the colors of the
mirror lens. Seventy people wore clip-on mirror lenses with different intervals between the front
and the back, 1.4 mm and 6.7 mm, and the intensity of the illumination and the color of the mirror
lens were changed to measure contrast sensitivity. The contrast sensitivity of the clip-on sunglasses
was lower than that of the ordinary mirror sunglasses with only one lens. The contrast sensitivity
at high illumination was higher than at low illumination. The contrast sensitivity of the clip-on
glasses was better for a narrower lens spacing. No difference in contrast sensitivity between the four
colors coated on the mirror lens was observed.
PACS numbers: 42.79.Bh, 42.15.Eq
Keywords: Clip-on glasses, Mirror sunglasses, Contrast sensitivity, Color distinctions, Ill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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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 미러선글라스와 전후 렌즈 간 거리가 다른 클립온 미러선글라스를 사용하여 렌즈사이의
간격 차이에 따른 대비감도 분석 및 미러렌즈의 색상에 따른 광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70인의
피검사자가 클립된 렌즈사이의 간격이 1.4 mm와 6.7 mm로 서로 다른 클립온 미러렌즈를 착용하고
조도변화와 미러렌즈의 색상을 변화시키면서 대비감도를 측정하였다. 클립온 선글라스의 대비감도를
측정한 결과, 하나의 렌즈만 장착된 일반 미러선글라스보다 대비감도가 낮았다. 클립온 선글라스의 경우,
렌즈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대비감도가 좋았다. 조도에 따른 대비감도는 높은 조도에서 대비감도가 더
좋았다. 클립온 미러선글라스는 렌즈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대비감도가 좋았으며 미러렌즈에 코팅된
색상은 대비감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PACS numbers: 42.79.Bh, 42.15.Eq
Keywords: 클립온 렌즈, 미러선글라스, 대비감도, 색구별력,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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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률은 2005년 45%로 전
국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2011년 54%로 과반을
넘어 조사를 시작한 1987년부터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1]. 더욱이 최근 들어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시력 저하로
인한 안경착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안경을 시력교정을 위
한 의료용구라는 측면 이외에도 자신의 이미지 연출, 보안,
자외선 차단 등의 다양한 용도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안경 착용률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2]. 선글
라스는 강한 태양광선으로부터 오는 눈부심을 감소시키고
자외선으로부터 시력보호와 동시에 액세서리로 패션의 일
부분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선글라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
고 있다. 선글라스의 기능은 다양하나 주로 빛의 투과량을
줄여 강렬한 태양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다.
최근 안경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클립온 선글라스 (clipon sunglasses)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클립온 선글라스
는 시력교정 및 자외선 차단이라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착색
렌즈, 미러 코팅렌즈, 편광렌즈 등과 같은 조합으로 자기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클립온 선글라스는 클립온 렌즈의 종류와 색상, 디
자인, 그리고 클립온 렌즈의 앞· 뒤간 거리차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클립온 렌즈의 종류는 착색렌즈나 틴트렌즈
그리고 미러렌즈 등이 있다.
미러렌즈란 거울처럼 비춰지는 렌즈로서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며 심미성이 높아서 안경 시장에 새로운 유행을 형성
해나가고 있다. 미러 코팅렌즈는 갈색 및 회색 등의 색상으
로 기본적인 착색 컬러렌즈를 만든 다음 렌즈의 전면부에
다양한 색상의 미러 코팅을 하는 렌즈이다. 미러렌즈의 착
색은 청색, 녹색, 황색, 적색 파장에 대한 흡수 영역을 갖는
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색상으로 착색된 렌즈는
일반적으로 강한 빛이나 조명 아래에서 광투과율을 감소

대비감도 (contrast sensitivity) 는 서로 다른 세기의 빛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비감도는 윤곽이 선명하지
않은 물체 또는 배경에 대비하여 선명하게 물체를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대비 역치
(contrast threshold) 의 역수이며 공간 주파수에 의존하여
달라진다 [8–10]. 시력검사는 높은 대비에서의 시기능만
검사하지만 대비감도는 다양한 크기의 대비에 대하여 실제
로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기능을
광범위하게 평가 할 수 있다 [11–13]. 시력이 동일하더라도
대비감도는 다를 수 있으며, 대비감도가 저하되면 일상생
활과 직결되어 저 대비감도 환자는 작업 시 별도의 조명을
필요로 하며, 정상적인 대비 감도를 가진 사람보다 눈의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조도와 시력과의 관계는 천문학자 Mayer에 의하여 처음
으로 알려졌으며, 시력은 조도에 비례한다고 하였으며, 그
후 여러 학자들이 시력과 조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보고하
였다 [14].
표준조도 하에서는 조도에 변화가 있더라도 조도는 시력
측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대비감도와 같은
요소는 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조
도에 의해 그 정도가 변할 수 있다 [15].
최근 들어 일반 선글라스에 비해 미러선글라스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였으나 미러렌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또
한 시력교정용 안경과 선글라스를 따로 착용해야하는 굴절
이상자에게 클립온 안경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높아졌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러선글라스와 클립온 선글라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들 선글라스 수요자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클립온 선글라스의 거리에 따른
원· 근거리 대비감도 대한 변화를 분석· 비교하고, 조도에 따
른 미러코팅 렌즈의 대비감도와 미러렌즈에 코팅된 색상이
대비감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켜 눈을 보호하게 된다 [3]. 착색렌즈와 색각시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일반인이 착색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색의

II. 대상 및 방법

혼동이나 대비감도 그리고 시력의 감소를 일으킨다는 몇몇
보고들이 있었고 [4], 난독증 환자나 얼렌 증후군과 같은 특

1. 대상

수한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착색렌즈와 같은 처방이 효과를
나타난다 [5]. 컬러렌즈는 난독증 또는 광민감성 증후군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며, 읽기 속도나 폭주, 개산력을 향상
시키고 동체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6]. 착색렌즈는 색상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며, 자외선과 같은 유해광선을 차단한다. 그리고
대비감도의 향상으로 따라보기, 글자 읽기에 대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7].

본 연구는 2016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실험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 성인 70명 (140안) 을 대상으
로 진행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31인과 여성 39인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5.23 ± 4.11세이었다. 노안은 제외
하였으며, 대비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막굴절교정
및 안과 관련 수술경험이 없고, 전신질환이나 시신경염,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그리고 약시와 같은 안질환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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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Image of three type glasses with
different front and back lens gap. (a) A type: 0.0 mm,
(b) B type: 1.4 mm, and (c) C type: 6.7 mm.
양안 교정시력이 1.0이상인 대상자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연구 시에 개개인의 교정된 안경을 착용

Fig. 2. (Color online) Transmittance of the mirror lenses.

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들의 검사측정은 동일한 장소 및 환
경에서 실시하였다.

2. 방법
1) 클립온 선글라스
실험에 사용된 안경제품 형태는 Fig. 1에 주어진 바와 같
이 총 세 가지이며 렌즈가 하나로 이루어진 일반 선글라스
제품 (A), 기본 안경렌즈와 클립된 렌즈 사이의 거리가 1.4
mm로 가까운 클립온 제품 (B), 그리고 안경렌즈와 클립온
렌즈간의 거리가 6.7 mm로 비교적 거리가 먼 제품 (C) 를
각각 사용하였다. 클립온 선글라스에 클립한 미러렌즈는
같은 농도와 같은 베이스 컬러를 가진 동일한 회사의 제품
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클립온 렌즈의 커브는 각각 15◦ 로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클립온 안경의
렌즈 사이 거리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기 (bagle labs–laser)
를 이용하여 빛이 들어가는 안경렌즈 중심부의 거리를 측
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미러 코팅렌즈의 색상은 총 4
가지로서 파란색, 빨간색, 은색, 녹색 색상을 사용하였다.
모든 미러렌즈의 베이스 색상은 브라운 계열로 70% 농도의
렌즈이며, 동일한 회사의 같은 제품군을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 사용한 안경 종류는 4가지의 각기 다른 색상의 렌즈를
아래에 주어진 3종의 안경에 접목하여 총 12종류의 각기

Pelli-Robson 차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PelliRobson (0.15 log) 에 비해 Mars (0.04 log) 가 적은 간격으
로 대비감도 측정이 가능하며 좀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Mars 수치대비감도 시험 차트 (Mars chart) [16,17]를 이용
한 타각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Mars 시표는 원근거리에서
완전 교정된 상태인 피검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Mars 시표는 한 줄에 6문자, 8줄로 이루어져 있어 총 48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는 Log CS를 사용하며
0.04 Log CS부터 1.92 Log CS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Mars
시표는 세 가지 유형의 Form 1, 2, 3의 3가지의 시표로 되
어있으며, 피검자의 대비감도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3번의
반복측정 후 평균값을 Log CS로 표기한다 [18].
측정방법으로서 원거리의 경우, 1 m 거리에 위치한 86×63
크기의 대비감도 시표를 주시하게 하여 판별이 어려운 지점
까지 읽게 하였다. 각각 16개의 세 개조로 이루어진 4.9×4.9
cm 크기의 글자는 1 c/deg주변 대비감도를 평가하며, 판
별이 어렵거나, 틀리게 읽은 시점에서 실험을 멈추고 Mars
시표에 명시된 대비감도의 측정 수치를 기록하였다.
조도 변화에 따른 대비감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실의
조도를 두 가지로 조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상태의
경우 반암실에서 실시하는 양안시 검사의 검사실 조도인
215 lux로 실시했고, 밝은 상태의 경우 일상생활환경과 비
슷한 조도인 1000 lux으로 실시하였다.

다른 선글라스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착색미러렌즈의 광투과율 (T) 은 Agilent Cary 60 UVVis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였으며 가시광선 영역의 투과율을
평균하여 각 색상별로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Fig. 2).

2) 대비감도 검사
대비감도 측정 시 예전에는 Pelli-Robson 대비감도 차
트를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비감도 측정은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0.0을 사용하여
검사결과를 통계 처리하였다. 렌즈 사이 거리별 대비감도,
렌즈 색상별 대비감도, 조도별 대비감도에 대하 결과는 빈도
분석, 상관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ANOVA) 을 사용하였
다. 모든 통계 결과의 판단은 신뢰도 95%를 기준으로 유의
수준 (p-value) 이 p<0.05 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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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렌즈 간격에 따른 대비감도
70명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Mars시표를 이용한 대비감
도를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을 Fig. 3에 제시하였다. 렌즈
간격에 따른 대비감도는 일상생활에서 근거리와 원거리
를 볼 때 다르게 나타남으로 근방시 (near vision) 와 원방시
(distance vision) 를 따로 측정하여 대비감도를 비교하였다.
근방시 대비감도가 나안인 Plano의 경우 1.65 ± 0.15
LogCS, 클립온이 아닌 일반 미러선글라스의 A타입은 1.62
± 0.15 LogCS, 렌즈 사이의 거리가 1.4 mm인 B타입은
1.57 ± 0.18 LogCS, 그리고 렌즈 사이의 거리가 6.7 mm
인 C타입의 미러선글라스는 1.49 ± 0.18 LogCS로 측정
되었다. 이러한 값들은 통계처리 결과, p값이 0.05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일렌즈인 일반 미러선글라스는 나안과 비슷한 대비감
도를 보이는 반면 클립온 선글라스의 대비감도는 일반 미러
선글라스인 A타입보다 B타입은 3.2%, C타입은 8.1% 만큼
저하되었다. 클립온 선글라스인 B와 C타입을 비교하면,
렌즈 사이의 간격이 짧은 클립온 선글라스인 B타입이 렌즈
간격이 긴 C타입보다 대비감도가 좋았다.
렌즈간 간격에 따른 원방시 대비감도의 측정결과를 살
펴보면, 일반 미러선글라스인 A타입의 대비감도는 나안과
같은 값인 1.55 ± 0.13 LogCS로 거의 같은 값이 나왔으며,
클립온 미러선글라스인 B와 C 타입은 각각 1.48 ± 0.14
LogCS, 1.36 ± 0.18 LogCS이다. 이들 값은 p<0.05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렌즈간의
거리가 길수록 대비감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측정한 거리에 따른 대비감도를 비교하면, 같은 타입의 선글
라스에서도 렌즈간 거리에 따른 대비감도에 차이를 보였다.
근거리에서 보다 원거리에서의 대비감도가 A타입은 4.5%,
B타입은 6.1%, 그리고 C타입에서는 9.6% 만큼 저하하였
다. 이로써 근거리에서보다 원거리에서 대비감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굴절계가 하나의 광축을 두고
빛의 진로를 공유할 때 굴절계 사이마다 빛의 굴절, 간섭,
산란 등이 일어나게 된다. 앞 렌즈와 뒤 렌즈의 사이가 멀면
멀수록, 외부광으로 인한 빛의 진로 방해가 일어나며, 광선
속의 다양한 진로 설정으로 빛의 에너지를 다소 잃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실험을 토대로 클립온 선글라스의
설계 또한 앞 렌즈와 뒤 렌즈 사이의 거리에 따라 외부 광
선의 간섭과 좀 더 많은 빛의 반사량으로 인해서 착용자가
느끼는 시감도, 즉 대비감도가 낮아진 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중 렌즈는 앞 렌즈에서 투과된

Fig. 3. Contrast sensitivity according to the vision between lenses. (Plano) Without glasses, (A) single glasses,
(B) clip-on glasses with 1.4 mm gap, and (C) cip-on
glasses with 6.7 mm gap.
빛과 뒷 렌즈에서 투과된 빛들이 각기 산란되면서 두 렌즈
사이에서 간섭이 일어나 빛의 흐림 현상이 유도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렌즈 사이의 거리가
긴 C타입의 렌즈보다 렌즈간 거리가 짧은 B타입에서 대
비감도가 증가되는 것은 렌즈사이의 거리가 짧아짐으로써
빛의 간섭과 산란양이 감소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조도에 따른 대비감도
1) 낮은 조도에서의 대비감도
착색된 미러 클립온 선글라스의 조도에 따른 대비감도를
근방시와 원방시를 구별하여 측정하였다. 조도에 따른 대
비감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낮은 조도와 높은 조도 두
가지 환경에서의 대비감도를 검사하였다.
일반적인 반암실에 속하는 어두운 환경인 215 lux에서
근방시 대비감도의 경우 앞의 그래프들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높은 조도의 대비감도에 비해 낮은 측정치를
나타내었다. 각각 평균값은 Plano 1.59 ± 0.15 LogCS, (A)
1.52 ± 0.15 LogCS, (B) 1.40 ± 0.16 LogCS, (C) 1.29 ±
0.19 LogCS으로 측정되었으며, 각각의 검사 값들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ig. 4).
215 lux 의 낮은 조도의 원방시 대비감도 검사의 경우
검사안경 렌즈와 클립온 렌즈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대비감도 평균값이 낮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렌즈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 A의 경우 클립온이 장착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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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rast sensitivity at low illumination of 215
lux.

Fig. 5. Contrast sensitivity at high illumination of 1000
lux.

Plano의 대비감도와 가장 유사한 결과 값이 나왔으며, 렌즈
사이의 거리가 먼 B, C 순서대로 낮은 결과값을 보였다.
각각 평균값은 Plano 1.52 ± 0.17 LogCS, (A) 1.50 ± 0.14
LogCS, (B) 1.47 ± 0.14 LogCS, 그리고 (C) 1.39 ± 0.16
LogCS으로 측정되었다.

7.2%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원거리 대비감도
검사 시, 낮은 조도에서 제품 (B) 와 (C) 의 보다 4.4% 대비
가도가 높았다. 중간 조도에서의 차이는 5.8%이며, 가장
높은 1000 lux에서의 차이는 9.4%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
였다. 이는 앞 렌즈와 뒤렌즈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조도에
따라 대비감도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고 다르게 나타난다고

2) 높은 조도에서의 대비감도
조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대비감도 값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Plano 1.68 ± 0.15 LogCS, (A) 1.65
± 0.15 LogCS, (B) 1.54 ± 0.14 LogCS, (C) 1.33 ± 0.13
LogCS로 나타났다. 이는 조도가 낮은 상태인 Fig. 5와 비교
하여 모든 제품군에서 높은 대비감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렌즈 사이의 거리에 따른 대비감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조도
의 상태와는 별 상관없이 거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비감도 MARS 차트를 이용한 1000 lux의 높은 조도의
원방시 대비감도 검사의 경우 검사안경 렌즈와 클립온 렌
즈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대비감도 평균값이 낮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렌즈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
A 의 경우 클립온이 장착되지 않은 Plano 의 대비감도와
가장 유사한 결과 값이 나왔으며, 렌즈 사이의 거리가 먼
B,C 순서대로 낮은 결과값을 보였다. 각각 평균값은 Plano
1.64 ± 0.15 LogCS, (A) 1.62 ± 0.17 LogCS, (B) 1.53 ±
0.16 LogCS, (C) 1.34 ± 0.15 LogCS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낮은 조도의 환경과 높은 조도의 환경을 비교하면 낮은
조도의 대비감도 보다는 높은 조도에서의 대비감도가 약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조도가 높은 환경에서의 대비감도가 높은 것은
조도가 감소함에 따라 대비감도와 입체시가 떨어지며 [19,
20] 조도변화가 시기능성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다는 기존
연구 [21]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앞과 뒤 렌즈의 간격이 다른 클립온 미러 선글라스의
경우에 렌즈 간격이 크면 클수록 대비감도가 저하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조도가 낮은 상태에서 렌즈간 간격이 큰
클립온 선글라스를 착용 시 시력이 많이 저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렌즈색상별 대비감도
1) 렌즈 색상별 근방시 대비감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렌즈는 브라운 계열을 베이스로 한
클립온 미러 선글라스로서 시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베이스가 착색된 미러 렌즈의 경우,
설정된 색상이나 농도의 정도 따라서 렌즈의 분광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투과되는 빛의 양에 따른 눈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착색된 미러 코팅렌즈로 인한 시력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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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ear vision contrast sensitivity of three types
mirror sunglasses.

Fig. 7. Distance vision contrast sensitivity of three types
mirror sunglasses.

하나 낮은 대비감도 또는 색 인지력의 혼동 등이 일어 날 수

파란색, 빨간색, 은색, 녹색의 경우 대비감도의 값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각기 다른 색상을 가진 클립온 미러렌즈에
대한 원거리와 근거리에서의 대비감도 측정 결과, 클립온
렌즈 간의 거리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으나 색상에
따른 대비감도는 많이 차이나지 않았다. 이는 70%의 갈색
베이스컬러가 광투과율과 대비감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미러렌즈의 코팅 색상은 대비감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있을 것이다.
4가지 색상으로 각기 코팅된 미러렌즈를 3가지 타입의
선글라스로 각기 제작하여 렌즈의 색상이 대비감도에 미치
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Fig.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3
가지 타입의 선글라스에 대한 근거리 대비감도 검사의 렌즈
종류별 측정 결과, (A) 타입의 경우 가장 높은 대비감도를
나타내었으며, 렌즈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C) 타입의 선
글라스가 가장 낮은 대비감도를 나타내었다. 각 미러렌즈의
색상 별 대비감도의 차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p = 0.01). 이와 같이 미러렌즈의 색상에 따른 대비감
도는 녹색미러렌즈의 대비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타
색상렌즈와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의
차이보다는 클립온 렌즈간의 간격이 대비감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렌즈색상별 원방시 대비감도
색상의 차이에 따른 원거리 대비감도 결과는 Fig.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같은 타입의 선글라스에서는 대비감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Fig. 6
의 렌즈 색상별 근거리 대비감도에서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단일렌즈 타입인 (A) 타입에서 가장 좋은 대비
감도가 측정되었으며, 렌즈 사이의 거리가 짧은 (B) 타입,

IV. 결 론
본 연구는 미러렌즈가 클립온 된 미러선글라스에 대해
두 렌즈사이의 거리 차이에 따른 대비감도 비교, 조도의 변
화에 따른 대비감도 변화, 그리고 각기 다른 색으로 코팅된
미러선글라스 착용 시 대비감도 등을 비교하고 분석하였
다. 클립온 선글라스의 앞과 뒤 렌즈의 거리 차이에 따른
대비감도는 두 렌즈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대비감도가
좋았다. 두 렌즈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광간섭과 다중반
사로 인해 대비감도 감소하였다. 미러선글라스의 조도에
따른 대비감도 변화는 조도가 높을수록 대비감도가 좋았다.
그리고 미러렌즈에서 코팅 색상은 대비감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베이스렌즈 색상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렌즈 사이의 거리가 먼 (C) 타입 순서대로 대비감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로써 대비감도는 클립온 렌즈 사이의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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