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0일 월요일제20457호�� 건강의료

노안과백내장 밝은광주안과김재봉 원장

코 앞 글씨 못 읽으면 노안앞 흐리면 백내장

노안과 백내장은 뭐가 다른가요? 이

두질환으로인해안과에방문하는환자들

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다 중장

년층에서흔히발생하는이질환은초기증

상으로시야가뿌옇고흐릿해보여서헷갈

릴수있다

노안의경우보통40세이후부터나타난

다 노화로 인해 수정체의 조절 능력이떨

어지면서가까운글씨를또렷하게보기어

려워진다 하지만 백내장은 보통 60세 이

후발생하며나이가들면서뿌옇게혼탁해

진 수정체로 인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

게보이는증상을보인다

돋보기가 불편하면 노안 수술로

해결노안의기본적인해결방법은돋보

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돋보기는 사용

하기가번거롭고해마다도수를바꿔야하

기 때문에 불편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단

점이있다

이에 따라 최근 돋보기 없이 젊고 건강

하게살고자하는중년층들이늘어나면서

노안수술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관심이

증가하고있다

노안 수술은크게두 가지로나뉜다 각

막을 레이저로 깎아서 교정하는 노안라

식과 노화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안에

노안교정용특수렌즈를삽입하는 프리미

엄백내장수술이있다

노안 라식은 최첨단 레이저로 각막을

교정하는수술로일반적인라식수술과동

일하다 수술 원리는물체를주로보는한

쪽눈은먼곳이최대한잘보이도록하고

다른 눈은 가까운 곳이 잘 보이도록 환자

의좌우시력에차이를두는것이다 이럴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뇌가 두 안구

의인식차이를조정해근거리와원거리를

모두선명하게보도록해주는원리다

백내장없는젊은환자외에도돋보기나

다초점 안경이 어지러운 사람 백내장 수

술 후 돋보기 쓰기를 꺼려하는 사람에게

적합한수술로많은호응을얻고있다 이

교정술은 엑시머레이저를 이용하므로 통

증이거의없고 양 눈의시술시간이 10분

정도로짧으며수술다음날부터일상생활

이가능하다는것이장점이다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프

리미엄 백내장 수술은 수술과 동시에 노

안과백내장을해결해주는특수인공수정

체를삽입한다 또 백내장수술시 노안과

난시를 동시에 교정해 주는 등 다양한 렌

즈들로환자들을만족시키고있다

일반 백내장 수술 시 주로 사용되는 일

반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우리 몸에 있는

수정체와는달리원거리시력은좋지만근

거리는 잘 보이지 않아 근거리를 볼 경우

에는 돋보기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근거리가 잘 보이도록 하는 경우에

는원거리시력확보를위해안경을필수적

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일반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통한 백내장 수술은 시력

향상효과는있지만실제생활에선불편함

을겪을수밖에없다

하지만 노안교정용 인공수정체를 삽입

하게되면 신문이나독서 컴퓨터 작업 시

에 돋보기 착용 없이도 작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원거리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다

특히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를이용한백

내장수술은최근수술연령대가젊어지면

서사회생활을하고있는중장년층에게인

기가높다

나에게맞는렌즈선택하기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에서 수술방식만큼이

나 중요한 것이 렌즈를 선택하는 일이다

삽입하는렌즈의종류에따라특정거리의

시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

면 렌즈삽입후 3040의거리는잘보

이지만 PC와 눈 사이의 거리인 7080

의거리는잘안보일수있다이를고려해

시력상태에따른다양한종류의렌즈가있

어 수술 전 환자의 직업이나 라이프스타

일취미 근거리정도 야간활동시간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렌즈를정확히선택하

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원거리와근거리를불편하지않게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스토 렌즈부터 원거

리중간거리근거리 등 3가지 초점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리사트리 렌즈 파인비

젼렌즈가있다또 3가지초점을연속적으

로우수하게시력을제공해주는심포니렌

즈까지 다양한 종류를 내 눈에 맞게 선택

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원장은 노안 라

식과프리미엄백내장수술의경우수많은

수술 경험이 있는 숙련된 안과 전문의가

집도해야 부작용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

다며 40대 이후는 노안과 백내장 외에

도녹내장 황반변성등발생확률이높아

짐으로 예방 차원에서 매년 안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

언했다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조선대치과병원(병원장 김수

관)은 최근 병원 서비스 점검

및발전을위한제언자문을목적으로 조선대치과병원모니터링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조선대치과병원 모니터링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외부위원 24명과

내부위원3명등총27명으로구성됐다 조선대치과병원제공

조선대치과병원모니터링위원회발족

척추수술후 실패증후군 환자를 대상

으로 한 한방통합치료의 효과가 과학적

으로입증됐다

척추수술후 실패증후군이란 척추수

술후에도척추나다리에만성적인통증

이남아있거나재발하는경우를말한다

일반적으로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의 약

15%가 척추수술후 실패증후군에 시달

리는것으로알려졌다

자생한방병원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소장 하인혁)는 척추수술후 실패증후

군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16주간 한방

통합치료 뒤 전향적 관찰 연구한 결과

24주 후에는 894% 1년 뒤에는 792%

의호전율을나타냈다고밝혔다

우선 연구팀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

하성인남녀중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척추수술 후 요통하지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1년 이내 재발

한 환자를 선정했다 이들은 척추수술

후에도 최근 3주간 요통이나 하지통증

을지속적으로느껴왔으며통증은VAS

1기준 6 이상인환자들이었다

이들에게는 16주간 주 1회 추나요법

침 치료 봉침약침 한약 등을 처방했

고 다른 요통치료는 하지 말 것을 권고

했다이어연구팀은실험참가자들을대

상으로 24주 후 면담조사를 1년 후에는

전화조사를통한추적관찰을실시했다

그결과 24주뒤실시한면담조사에서

환자들의 허리다리통증지수(VAS)

기능장애지수(ODI Oswestry Dis�

ability Index) 건강수준 측정척도

(SF36)는 치료 전보다 크게 개선됐다

1년 뒤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들은 통증

과장애도부분에서좋은상태를유지했

다 기능장애지수와 건강수준 측정척도

도치료전보다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플로스원최근호에게재됐다

자생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소장은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은상당한난치

성질환이라많은학술지에서여러가지

치료법들이 행해졌지만 통증의 10

20%만개선되는경우가많았다 하지만

척추수술후 실패증후군 환자를 대상으

로한한방치료가통증기능삶의질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였고 그효과는장기적으로도유지가

됐다고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이 최근

외래진료센터(3관) 4층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들어갔다

내과(종양혈액내과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알레르기내과)환자를대상으로 75

병동(46병상)을 전용병동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조선대병원은 간호사 31명과 간

호조무사 5명 간병지원인력 1명 등 총

37명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전산 시스

템 입퇴원 절차 세부 운영 매뉴얼 등

시스템을정비해정상가동에들어갔다

전병상에전동침대를설치했고 환자

침대에 낙상방지 감지센서매트를 설치

해 침대에서 환자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려주는 모니터링 장치와 알람이 간호

사에게 전달되는 낙상감지시계도 도입

했다

또목욕의자및침대전병실화장실

과 샤워시설 휴게실 등을 갖춰 환자안

전과편의를강화했으며 각종안내문을

제작해 병동에비치해 환자들이 보호자

없이도생활하는데불편함이 없도록준

비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상주보

호자나간병인없이전문간호인력이 24

시간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병동으로

수준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간병

비부담을줄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노안이나백내장이있는환자들은눈상태에따른효과적인수술법을선택해야한다

밝은광주안과제공

전남대병원(병원장윤택림)의사랑나눔

의료봉사단(단장 윤명하 진료처장)이 최

근 캄보디아 스바이 리엥에서 3일간의 해

외의료봉사를통해현지주민들에게꿈과

희망을전하고돌아왔다

전남대병원과 국제로터리 3710지구 공

동으로펼친이번의료봉사는경제적으로

어렵고의료환경이열악한아시아권국가

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

공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

여하고자시행됐다

윤명하진료처장을단장으로한이번봉

사단은 정형외과산부인과내과안과

피부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마취

통증의학과등 8개과의사 9명과간호사 7

명 약사 2명 행정 2명등총 20명으로 구

성됐다

봉사단은스바이리엥초등학교에캠프

를차리고 3일간총 3941명의환자를진료

했으며 이들 중 10여명에게는 이비인후

과피부과정형외과수술도시행했다현

지주민들은전남대병원의료봉사단의방

문 소식을 접하고서 매일 장사진을 이뤘

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마워요 광주서온의료인들

한방통합치료 척추수술통증개선효과

자생한방병원 120명 처방 1년 뒤 79% 호전

조선대병원 보호자없는병동 본격 운영

간호인 37명 간병서비스

인공수정체삽입술로둘다해결

업무생활방식따라렌즈선택

40대부터정기검진으로예방을

전남대병원윤명하진료처장이캄보디아에서한50대여성을진료하고있다

전남대병원캄보디아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