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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14줄

ઑசIst

ઑச1st

18

위에서 3줄

(4) 편심주시eccentric fixation 中心外注視

(4) 중심외주시eccentric fixation 中心外注視

PRA

양성상대조절positive relative convergence

양성상대조절positive relative accommodation

NRC

NRC 음성상대조절negative relative convergence NRA 음성상대조절negative relative accommodation

22

PFC 다음 추가

NFC 음성융합성폭주negative fusional convergence
陰性融合性輻輳

23

책 전체에서

초자체vitreous body 硝子体

유리체vitreous body 琉璃体

23

오른쪽아래에서 2줄

인삭하는

인식하는

39

책 전체에서

굴스트란드

굴스트란트

70

왼쪽아래에서 2줄

상측조점

상측초점

76

그림 7-2

(b) 토린렌즈

(b) 토릭렌즈

78

왼쪽아래에서 1줄

윗 식으로부터 f ˊ0 = 2×128 ≒0.021m가 되 윗 식으로부터 f ˊ0 = 2÷128 ≒0.016m가 되
어 약 21mm

어 약 16mm

90

왼쪽아래에서 2줄

그림 7-24와

그림 7-25와

97

왼쪽위에서 5줄

1894년

1869년

98

그림 7-37

୨ୢ

그림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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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그림 7-38

୨ୢ

그림 7-38

୨บ

106 오른쪽위에서 9줄
오른쪽아래에서 3줄

50△

5.0△
2

2

(4.0)2 + (-2.0)2

(4.0) - (-2.0)

108 오른쪽위에서 10줄

양안위

안위

109

OS : 4.5△,Base 193ﾟ로

OS : 4.5△,Base 13ﾟ로

왼쪽위에서 10줄

112 오른쪽아래서에 8줄
୨ୢ
୨บ
113 왼쪽위에서 16줄

114 오른쪽위에서 7줄
오른쪽위에서 9줄

122 오른쪽아래에서 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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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ꀋ
ꀖ
ꀗ135°=

ꀊS+C/2 C/2 ꀋ ꀊ
ꀊS+C/2 -C/2 ꀋ
Dꀋ
ꀖ C/ 2 S+C/2 ꀗ, ꀖ ꀗ45°= ꀖ C/2 S+C/2 ꀗ

ꀊ
Dꀋ
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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ꀊS+C/2 C/2 ꀋ 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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ꀖ C/ 2 S+C/2 ꀗ, ꀖ ꀗ45°= ꀖ-C/2 S+C/2 ꀗ

|D|= DXX ․ Dyy - DXy ․ DyX
= (S + sin 2θ)(S + Ccos 2θ) - C2sin 2θCcos 2θ
= S2+SC(sin 2θ+ Ccos 2θ)+Csin 2θCcos 2θCsin 2θCcos 2θ= S ․ (S+C)

|D|= DXX ․ Dyy - DXy ․ DyX
= (S + Csin 2θ)(S + Ccos 2θ) - C2sin 2θCcos 2θ
= S2+SC(sin 2θ+ Ccos 2θ)+Csin 2θCcos 2θCsin 2θCcos 2θ= S ․ (S+C)

3.25 0.25 ꀋ
=ꀊ
ꀖ0.25 0.25 ꀗ

3.25 0.25 ꀋ
=ꀊ
ꀖ0.25 3.25 ꀗ

3.25 -0.25 ꀋ
이 합굴절력행렬 ꀊ
ꀖ-0.25 -0.25 ꀗ

3.25 0.25 ꀋ
이 합굴절력행렬 ꀊ
ꀖ0.25 3.25 ꀗ

ꀊ-7.03 0.86 ꀋ
Dꀋ
ꀖ
ꀗr =
PR = -ꀊ
ꀖ 0.86 -6.72 ꀗ

ꀊ-7.03 0.86 ꀋ
Dꀋ
ꀖ
ꀗr = PR = -ꀊ
ꀖ 0.86 -6.72 ꀗ

153 그림 10-2

185 오른쪽위에서 10줄

조절력의 크기를 변화시켜

(내용삭제)

186 그림 11-3

ඹࠤஶߓலߦٛॷଭԹॺऀۡլ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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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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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오른쪽위에서 4줄

된다. 그림은 좌안상사위

된다. 그림 11-6은 좌안상사위

191 왼쪽아래에서 3줄

그러나 그림 11-9의

그러나 그림 11-8의

종 목적인 주변물체의 원근감 획득을 위해 종 목적인 주시점 주변물체의 비대응점결상
194

오른쪽아래에서

서 존재하는 것이지 원근감의 기준이 되는 으로 원근감 획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7~9줄

주시점은 정확히 양안중심와에 맺혀야 한다 지 원근감의 기준이 되는 주시점은 정확히
는 것이다.

양안중심와에 맺혀야 한다는 것이다.

196 그림 11-14

ੲֽনॷ

ऄଵ౿ଜॷ

197

그림 11-15

୨ୢ

ऄଵ౿ଜॷ B ऄଵ౿۩ଦॷ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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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5

୨บ

ऄଵ౿ଜॷ B ऄଵ౿۩ଦॷ C

201 그림 11-18

⑤、음성전폭주(PTC) : 20△( ① + ② )、

⑤、음성전폭주(NTC) : 9△( ① + ④、)

202 왼쪽위에서 2줄

9/인

×/ 9인

212 왼쪽아래에서 7줄

주시할 때, 1/0.25(m)로

주시할 때, 1/0.4(m)로

AC/A는 6이다.

AC/A는 6△이다.

오른쪽아래에서 4줄

220

전 그래프에

그림 12-1, 2

x축엔 폭주자극량(△)

그림 12-7~18
왼쪽아래에서 2줄

223 왼쪽아래에서 7줄
오른쪽아래에서 9줄

y축엔 조절자극량(D) 추가
동공까지의

안구회선점까지의

 ंࠤটրฎ࣫টCSFBLQSFDPWFSZMJOF

 ंࠤটրฎ࣫ট CSFBLSFDPWFSZMJOF

양안단안선명시역simple clear & single

양안단일선명시역simple zone of clear &

binocular vision SZCSBV

single binocular vision SZCSBV

234 그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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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왼쪽위에서 15줄

조절쇠약accommodative fating

조절쇠약accommodative fatigue

245 표 12-7

원거리 PFR와 PRC(9, 10)

원거리 PRC(9, 10)

원거리 NFR(11)

원거리 NRC(11)

260 그림 13-4

ਢ׆લۍଠୀඇֈਏඝଭԨஂঃଭࡦઑր֗ ਢ־ୀඇֈਏඝଭԨஂঃଭࡦઑր֗୨ࢺ
࣑
୨ࢺ࣑

322 그림 2-1

1.00D, Ax 90ﾟ’로 실린더렌즈를 놓으면, 1.00D, Ax 180ﾟ’로 실린더렌즈를 놓으면,
337 왼쪽아래에서 1~2줄

‿ C+1.00D, Ax 90ﾟ’의 교정렌 ‘S-2.00D ⁀
‿ C+1.00D, Ax 180ﾟ’의 교정
‘S-2.00D ⁀
즈를 필요로 하는 ‘원시성 복난시’의
렌즈를 필요로 하는 ‘근시성 복난시’의

371 그림 4-3

373 그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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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검사렌즈를 통하여 수직방향의 적색바 편광검사렌즈를 통하여 수직방향의 적색바
424

오른쪽위에서
12~13줄

탕의 9자와 녹색바탕의 6자는 오른쪽 눈으 탕의 6자와 녹색바탕의 9자는 오른쪽 눈으
로 보게 하는 편광으로

로 보게 하는 편광으로

433 그림 7-21

450 위에서 두 번째 그림

삭제

572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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