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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법칙에따라어김없이봄이

왔습니다.

겨우내얼어붙었던세상의모든

난제들이눈녹듯풀리기를기대해

봅니다.

우리재단은지난해어려운여건하에서도

저소득층개안수술 7,290안(4,712명), 무료

안검진14,274(89회), 취학전어린이자가시력

검진 517,481명, 눈 건강교육 47,429명(679회),

캄보디아 등 해외 진료 3,351명 실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재단 임직원과 지부장,

보건소 등 행정관서 공무원, 눈 건강교육 강사, 검진요원과 시력측정요원

의헌신과함께후원자여러분의정성어린성금이있었기에가능했습니다. 모든 분들께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2017년에는예년에비해국민눈건강증진을위한재단의사업이많이확대되거나추가되었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자가시력검진」사업의 경우 그 대상이 60만 명에서 126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어린이눈건강교육」도서울, 경기, 부산, 대전지역에서만실시하여왔으나인천, 대구지역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안과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검진과 상담

이실시되고, 2014년에중단되었던「초등학교학생눈건강교육」도재개될예정입니다.

전국의어린이를대상으로건강한눈관리에대한관심을제고하기위하여글짓기와그림그리기

대회도계획하고있습니다.

이러한올해의사업들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그간의모든사업들이그랬듯이후원자

여러분들의‘나눔과봉사’의실천이절실히필요합니다.

변함없이후원해주시고, 이웃에게도‘다함께보는밝은세상’을추구하고있는저희재단을많이

홍보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봄을 맞은 대지의 용틀임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즐거움과 희망이 용솟음 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2017년봄

재단이사장이태영(태준제약회장)  

한국실명예방재단 인사말

2017년을힘차게시작하며

”“



60대이상노인환자,『녹내장』방치하면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12월 26일 보도자료입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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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진료인원 76만 8천 명 중 60대 이상 노인이 47.9%(37만 명)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녹내장(H40)질환’으로 진료를

받은환자가2010년 44만 4천명에서2015년 76만 8천명으로5년간73.1%(32만 4천명) 증가했다.

성별에따른진료인원을비교해보면, 5년 간 여성이남성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은 2010

년 20만 7천명에서 2015년 35만 3천명으로 5년간 70.1%(14만 6천명), 여성은 2010년 23만 6천

명에서 2015년 41만 6천명으로 75.8%(18만명)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6 www.kfpb.org

한국실명예방재단 기획특집

<연령대별 성별‘녹내장’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15년)>

<2015년 연령대별 성별‘녹내장’진료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체

계

(비율)

남성

(비율)

여성

(비율)

768,207

(100)

352,591

(100)

415,616

(100)

9세 이하

2,753

(0.4)

1,484

(0.4)

1,269

(0.3)

10대

14,258

(1.9)

6,888

(2.0)

7,370

(1.8)

20대

44,104

(5.7)

19,625

(5.6)

24,479

(5.9)

30대

65,632

(8.5)

32,161

(9.1)

33,471

(8.1)

40대

114,368

(14.9)

57,392

(16.3)

56,976

(13.7)

50대

159,312

(20.7)

73,895

(21.0)

85,417

(20.6)

60대

166,751

(21.7)

76,595

(21.7)

90,156

(21.7)

70대 이상

201,029

(26.2)

84,551

(24.0)

116,478

(28.0)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녹내장’으로진료받은인원수가 60대에서 급격히증가해 70대 이

상이 4,853명으로 가장많았다. 특히, 9세 이하와 70대 이상을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여성보다남

성환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 연도별 성별‘녹내장’진료 실인원 현황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가율
(‘10년대비’15년)

전체

남성(A)

여성(B)

443,752

207,304

236,448

531,328

244,878

286,450

584,247

269,921

314,326

635,644

293,039

342,605

706,372

322,932

383,440

768,207

352,591

415,616

73.1

70.1

75.8

(단위: 명, %, 배)

2015년 기준‘녹내장’진료인원 분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6.2%를, 50대 이상이

68.6%를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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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월별‘녹내장‘ 진료환자 추이>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안과박종운교수는 60대이상노인환자가많은이유에대해“녹내장은특

성상 40세 이후에 주로 발병한다. 그런데 최근 장비와 약물의 발달로 조기 치료가 많은데다가 관리

도 잘돼 나이가 들어서 까지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래서 60대 이후 노인 환자가 많은

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2015년 남녀기준전체진료환자의월별추이를살펴보면, 12월에 168,202명으로진료인원이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성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남성은 12월(80,302명)인 반

면, 여성은 7월(88,119명)로나타났다.

(단위 : 명,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남성

여성

164,543

77,794

86,749

140,824

67,455

73,369

165,927

78,204

87,723

162,656

77,011

85,645

155,768

73,869

81,899

144,400

70,000

74,400

167,921

79,802

88,119

161,988

77,286

84,702

154,092

73,115

80,977

162,877

76,639

86,238

151,916

73,278

78,638

168,202

80,302

87,900

박종운 교수는 안과질환 녹내장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녹내장은 노년층에 주로 발생하지만,

젊은층에서도스마트폰등 IT기기사용의증가로인해최근많이나타나고있다. 따라서가족력이나

고혈압, 당뇨, 비만이있는경우정밀검사를통해안압이정상인지자주체크하여야한다. 또 녹내장

환자이면서고혈압이있다면겨울에안압이높아지는경향이있으니특히조심해야한다. 높은 안압

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녹내장이 진행되면서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가 더욱 좁아지고 실명에 이

를수있기때문이다. 안과적정기검진을소홀히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

‘녹내장’진료환자들의 전체 진료비는 2010년 877억 원에서 2015년 1,717억 원으로 (95.8%↑)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은 2010년 38억 원에서 2015년 53억 원으로

(39.8%↑), 외래는같은기간 839억원에서 1,664억원으로 (98.3%↑)으로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녹내장(H40)’의 예방법, 진단·검사 및 치료

방법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녹내장’질환의정의

- 녹내장은 안구 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시신경이 손상되고 이에 따른 시야결손이 발생하는

진행성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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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질환의원인

- 현재까지가장확실한원인은안구내안압의상승이다.

▶‘녹내장’질환의구조

- 녹내장은 상승된 안압이 망막시신경섬유층과 시신경을 압박하거나 시신경으로 공급되는 혈류량

을감소시킴으로써시신경손상을발생시킬수있다.

▶‘녹내장’질환의증상및합병증의종류

- 일반적으로주변부터차츰시야가좁아지는것이주된증상이다. 초기엔환자가느낄수있는자각

증상은 없다. 중심 시야까지 침범된 말기가 돼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녹내장은 제대로

관리되지않으면각막혼탁, 안구로, 실명의합병증이동반될수있다.

▶‘녹내장’질환의치료방법(수술법등)

- 녹내장의전통적인치료방법은약물치료와레이저치료그리고안압하강수술이다.

▶‘녹내장’질환의예방법

- 녹내장자체를예방할수있는방법은아직밝혀지지않고있으며단지조기에빨리발견해시신

경 않고 있다. 한 번 발생 하면 완치가 불가능 함으로 지속적인 안과 치료를 통해 시신경의 손상

을최대한늦춤으로써실명을방지하는것이중요하다.

- 또한정기적인안과검진을실시하여조기에발견하는것이최우선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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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실명예방협회(IAPB)10차총회참석

보고서

국제실명예방기구가 매년 4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총회는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해외협력자문위원인 윤상철 국립의료원 안과 의사가 참석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

해외협력 자문위원(국립중앙의료원 국제보건의료센터/안과) 윤상철

1. 10차 총회 개요

총회는 국제실명예방재단(IAPB)에서 주관하

는 컨퍼런스로 주로 안보건 및 실명과 관련된 모

든 이슈를 다루는 가장 큰 규모의 학회라 할 수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대륙을 돌아가면서 열

리며 금년에는 AFRO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 사무국의주관으로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에

서열렸습니다. 

총회는 1978년 영국 옥스포드에서 처음 열린

이후 4년 주기로 열리고 매 회마다 안 보건의 주

력해야할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예

로 2008년 총회에서는‘Equity and Excellence

in Eye Care”라 하여 안과 치료에 있어 모두가

최선의치료를받아야한다는방향성을제시하여

그 이후로 4년간 안보건의 방향이 위와 같이 결

정되어 많은 성과들을 얻었습니다. 또한 2012년

총회에서는 ’Everybody’s Business‘라 하여

사회각계층의관심을불러일으켰습니다. 2016

년 총회는 ’Stronger together‘라는 표어로

2012표어를 통해 얻어낸 안 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발전시켜서 정부, NGO 및 기업 등 다양

한 사회 지역들이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실

명예방활동을하자는방향성을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연제

로보여주었습니다. 

이번총회의참석자들을살펴보면주로안과의

사, 간호사 및 보건 전문가, 안보건과 관련된 정

책관련자, 국제기구의안보건담당자및NGO에

서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실명예방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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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ssion 

본인 혼자 본 행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60개

나 되는 모든 세션에 참여하기는 불가능 하였습

니다. 그래서 주로 Keynote와 Pavilion에서 주

로거론되는의제를중심으로세션에참석하였습

니다. 본 보고서에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

하는세션순으로내용정리를하였습니다. 

가. Vision Atlas

이번 10차 총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세션이었

으며 향후 세계 실명예방사업의 정보 공유 플랫

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Vision 지도는 전

세계 국가별 실명률 및 안과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률을 모아놓은 웹기반 정보 공유 틀입니다. 

한마디로실명및실명예방활동과관련된하나의

세계지도를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방목들로는 Global Vision Data라고 하여 실명

과관련된유병률지도를연도별, 지역별, 국가별

로 표시하고 있으며 성별 분류도 가능하게 하였

습니다. 그 외에 실명과 가장 많은 연계가 되는

삶의질, 비용효과성등도하나의지표로서소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명예방 활동과 관련된

계획도함께제공할뿐만아니라백내장수술, 안

과 전문 인력 분포 및 실명예방활동과 관련된 정

책적 지지 등도 함께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 플랫

폼이라할수있습니다. 한국의경우에는 2005년

이후에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어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IAPB는 정리되는 대로 정보를 제공해주면 대한

2. Keynote Speech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 고위급 패널 토의로 시

작되었습니다. 연사들로는 행사장이속한콰줄루

나탈주 장관 및 남아공연방정부 보건부 장관의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발표는 보편적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 복지와 발전된

보건을이루는길이라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총

회에서 가장 높은 고위급 참석자인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서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보건에 있어 더 많은 부담을 느끼

고있으며, 이것은결코평등한접근이아님을이

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

정하고 내리는 방식으로는 소외된 계층의 실명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정부 중심의 접근 보다

는모든사회각층이함께힘을모으는방식의실

명예방활동의중요성을언급하였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Sightsavers, Orbis,

CBM 등의 NGO들의역할이눈에많이띄었습니

다. 2012년 보다는개도국참석자들에대한지원

이다소줄어들어등록참석자수는 1,200명 정도

였으나국가수는 100여 개국으로늘어나서국제

교류에 있어서는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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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의정보를올리겠다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이Vision Atlas가가지는시사

점은 실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여

러 중요 indicator들을 통합한 것이고 이는

해외 실명예방사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지역

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 gap이 발생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업데이트도 상시 이루어지는 부분이

라향후안보건의기본포탈로써자리매김할

것으로보입니다. 

나. 당뇨병성망막증

이번 총회에서는 2010년부터「Vision

Loss Expert Group」이 조사해온 당뇨망막

병증의 질병 부담과 백내장 이후 실명 예방활동

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당뇨망막병증의 예방적

활동에대한발표가있었습니다. 2014년 전세계

적으로 성인 8.5%가 당뇨병에 이환되어 있으며

기존에알려진것과달리중·저소득국가에서는

전세계당뇨병부담의약 75%나차지하는등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약 30개국조사에따르면중·저소득국

가에서는 당뇨 환자 중 약 50%가 당뇨망막병증

이 이환되어 높은 당뇨뿐만 아니라 당조절의 어

려움으로 인하여 당뇨 합병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시사하였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의경우, 안과의사들의관심뿐만

아니라여러안과 iNGO들과각국의정부의지원

이이곳으로옮겨가고있으며WHO와 Lions Club 

중심으로Diabetic retinopathy initiative 등이

결성되는 등 망막질환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

에 대한 다양한 실명예방활동 들이 제시되고 있

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주요 20개국의 당뇨

망막병증 유병률 조사 및 기타 당뇨망막병증과

관련된치료에대한회인프라조사 (IAPB의 DR

Barometer program)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

으며당뇨망막병증의사회적부담이크면서치료

역량이받쳐주지못하는국가들중심으로실명예

방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뇨

관리가 매우 어려운 중·저소득 국가의 현실을

볼 때 더 적극적인 당뇨망막병증의 관리 및 예방

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에 대한 다양한 접

근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TADDS (Tool for the Assessment of

Diabetic retinopathy and Diabetes

management Services)에 대해서 WHO

Geneva의 Dr Mariotti의 발표가있었습니다.

TADDS는웹그리고스마트폰앱기반당뇨망

막병증 정보 조사 및 관리 도구로 당뇨망막병증

<그림. Vision Atlas 예시: 아프리카와에티오피아유병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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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 누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20개국

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모든 조사 데이터

는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서 공유할 수 있게 하였

습니다. 향후「한국실명예방재단」의 무료검진이

나해외사업에서도쉽게적용할수있는그런도

구로보여집니다.

다. Innovations in blindness

(실명예방의혁신방안)

기존의 실명예방활동의 제한점들은 다음과 같

았습니다. 먼저 안과 전문의료인의 수가 적고 지

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그리고 환자들 주

변에 있는 1차 보건인력들의 안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가

이자이동성이불편한장비들로인해이동진료에

있어 어려가지 부수적인 차량 및 비용이 소요되

게됩니다. 이를개선한여러가지접근들및필요

성에 대해서 본 GA에서 이야기 하였고 그 중 대

표적인사례 2가지를소개하였습니다. 

1) Vula

Vula란 간단한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안과용

앱으로써시력측정, 외안부측정및환자전보를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안과의무 기록입니다. 그

리고외부에다른 20D 렌즈를달경우안저측정

도 가능한 앱으로써 1차 보건의료요원들의 안과

역량을증대할수있는단순하면서도필수적인모

바일 앱으로 소개되었습니다. 2013년개발되어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상기 앱을 사용한

경우 약 25%의 1차 보건의료인력들의 안과 역량

이증가하였다는남아공및스와질랜드의보고도

함께발표되었습니다. 

2) PEEK vision 

PEEK vision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작은렌즈

를달아안저사진을측정할수있게만든저가형

안저 카메라 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드웨어로

삼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안과용모바일 플랫폼을 형성한

것입니다. 현재 케냐를 중심으로 보츠와나 등에

서 보급하고 있으며 녹내장 진단에 유효한 성과

를나타내고있고앞으로망막질환으로도이를넓



혀갈생각을하고있습니다.

PEEK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는 다른 안저카

메라에 비해 그다지 우수하지 않지만 정보를 모

으는 서버로부터 지역사회 각 계층을 이어주는

plaform은 앞으로 안보건사업의미래의모습이

라 할수 있을 만큼 가장 기대되는 혁신이라 평가

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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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시

근시와관련해서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는

근시는 앞으로 2020년 이후 당뇨망막병증과 함

께 안 보건에 있어 가장 질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임을 발표하였습니다. IAPB

AFRO 지역 Regional chairman인 Dr Kovin

Naidoo는 2000년에 22.9%에 불과하던 근시의

유병률은 2050년에는 49.8%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예측된다고합니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

가 속해있는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아프리카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는야외활동의감소, 사무에있어근거리작업과

교육시스템에있어학업부담의증가등이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유전적 요인이나 식

이 등도 연관성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근시로인한생산성의감소는약 2,020억달러로

근시예방의비용적타당성이매우큰상황이라

고밝혔습니다.  

근시 예방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예방을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야외활동의 증가를 이

야기 하였습니다.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에

비해 실내 활동의 비율이 높은 어린이는 근시 위

험이 약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들을

이야기 하였고 모든 연자들은 이에 대하여 동의

하였습니다. 1년 동안 하루 80분 야외 활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시 유병률이

절반 가까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연구결과를 들

며국가정책적으로초등학생들의야외활동을장

려해야한다고하였습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대해서는반드시필요한교정이며개도국에서지

속적으로안경착용을높이기위해서사용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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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APB 서태평양 지부그룹미팅

먼저 IAPB 서태평양지부그룹미팅은다음과

같은 2가지주제에대해서이야기하였습니다. 

가. 각국가별중요실명문제

서태평양 지부에서 모인 국가들의 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국가별

안질환의 부담 및 실명예방활동에 대한 간략한

정리및발표를하였습니다. 제가속한그룹은호

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한국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실명률은 매우 낮

은상태이며가장대표적인지표인백내장수술률

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리고「한국실명예방재단」의 백내장 검진 프로그

램과 취학 전 아동 시력 검진 사업에 대해 설명

하였습니다. 한국의백내장수술수및낮은백내

장 질병 부담율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한

편으로는 2005년 이후 IAPB에 더 이상 데이터

를제공하고있지않아이를개선할것을요구받

았습니다. 또한, 근시율에있어서매우높은나라

고 분류되는 한국에 있어 취학 전 어린이 검진에

대해서다들깊은관심을보였으며특히, 취학전

어린이 검진 tool-kit에 대해서는 좋은 검진 사

업이라는평가를얻었습니다. 

1) IAPB 11차총회준비

금년 AFRO에서 주관한 총회는 4년 뒤 뉴질랜

드오클랜드로옮겨와서태평양지부의주관으로

시행됩니다. 아직 주요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으

나 현재 Universal eye health 및 NCD 등으로

중점 실명예방 활동이 옮겨온 바 중국을 중심으

로 하는 근시, 당뇨 망막병증의 문제와 서태평양

국가들의 실명예방 활동 및 NCD control

program과 함께 진행하는 실명예방활동에 중심

으로 맞춰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호

주, 중국과 함께 서태평양 지부를 주도하는 국가

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는 이야기로 본 회

의를마쳤습니다. 

5. 10차 총회 요약

금번 10차총회는결론적으로약 30여년간노력

해온기존의실명예방활동들을정리하고기존의

백내장 중심의 실명 예방 활동에서 벗어나 근시,

당뇨망막병증으로 실명예방활동이 옮겨가고 있

Voucher 방식의인센티브는지속적인안경착용

을하는유인이될수있음을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0.01% 아트로핀을 사용하는 경우 근

시를 20%이상억제하는비율이 59%에서나타났

다는 고무적인 결과를 이야기 하였으나 약을 끊

었을때되돌아오는현상이나안전성에있어서는

아직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는이야기를하였

습니다. 결론적으로 근시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안과적문제이며특히, 중국, 한국등동아시아권

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펼쳐야 할 시급한

(Urgent)문제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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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장소 모습 (Course / Symposia) 〉

음을알린중요한회의였다고볼수있습니다. 또

한, 여러 사회 인프라의 부족으로 기존의 실명예

방활동의 한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안들이 소개 되었고 그것들의시범사업들에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차기 회의

때에는이러한혁신기술을바탕으로한실명예방

활동이 앞으로 개도국 실명예방활동의 중심이 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앞으

로「한국실명예방재단」이 기존의 실명예방활동에

덧붙여더욱확장해나가야할질환및범위를알

수 있었고 세계적인 실명예방활동의 발전 방향을

경험할수있는뜻깊은회의였다고생각합니다. 

〈 부스 및 파빌리온과 파빌리온 발표〉

6. 10 차 총회가 시사하는「한국실명예방재단」의발전방향

가. 실명예방활동의다양화및보건의료체계

안의통합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차 총회에서 가장 많

은 토론과 협의가 있었던 질환은 당뇨 망막병증

이었습니다. 이는전세계적으로만성질환(Non-

communicable disease, NCD) 으로 질환의 중

심이 이동한 것과 일치하는 맥락이며 질병의 치

료에서질환의관리로실명예방활동의중심이옮

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

다. 당뇨망막병증 만큼 많은 주목을 받지는 않았

지만 녹내장 또한, 새로운 실명예방활동의 중심

으로자리잡을것으로예상되었습니다. 

이에재단의실명예방활동도이미망막질환및

녹내장과관련된내용들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이 분야들이 더 확장되어

이미만성질환이질병부담의대부분을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부담을 반영한 실명예방활동

이되어야하겠습니다. 

또한, 당뇨망막병증및녹내장의경우, 당뇨및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 관리와 함께 협력 모델

로 지역사회 프로그램화 되는 경우가 가장 효과

적인 사업임을 이번 총회의 많은 사업 사례발표

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한국실명예

방재단」의 활동에 적용해 본다면 보건소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

램의한부분으로실명예방활동이포함되게한다

면적은비용으로도더많은수혜자들을낼수있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이번 총회의 주제인

“Stronger together’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관단체, 예를 들면 한국당

뇨병학회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해서 이를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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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와안과의원과의협력모델들도제시해볼

수있을것같습니다. 해외사례들을바탕으로한

두개 지역의 시범사업으로써 대한민국의 적합한

방식을고려해볼수있습니다. 

나. 오픈데이터와협력

이번 총회에서 IAPB의 역할은 Vision Atlas

의 완성을 알리고 앞으로 세계 실명예방사업의

모든데이터들을함께모으고공유하자는선언을

하였습니다. 실제 Vision Atlas의 구성을 보면

유병률 조사의 기본이 되는 Rapid Assessment

of Avoidable Blindness 의 결과들을 국가, 지

역그리고연도별로제공하고있으며실명예방활

동으로변화추세도함께제공하고있습니다. 

재단의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검진 사업

또는취학전어린이들의시력검진사업을시행하

고 있습니다. 활동량이나 검진으로 얻어지는 결

과들을볼때그양은타국가실명예방사업의검

진 수와 비교할 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를 국

제표준으로정해진내용을포함한데이터로정리

하고 Vision Atlas 뿐만 아니라 국내 실명과 관

련된데이터로정리하여제시한다면재단의검진

사업의 결과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진 이전에 역학적 조사

방법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정리 틀을 만들 필요

가있습니다.  

다. 세계실명예방에참여: 서태평양지역에서의

활동강화

차기 총회는 서태평양지역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고 IAPB WPRO 지역에서는이번총회를통해

향후 4년간 준비모임을시작하였습니다. (주관은

IAPB WPRO 사무소가 있는 싱가폴에서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GA 장소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서 2020년에개최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

중심의 NGO나 학계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남미

의 경우 미국에 거점을 둔 단체들이 주로 활동하

고 있습니다. 현재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의

거점을 둔 Fred Hollows Foundations 이나

Brien Holden Institute등이 주도하고 있습니

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백내장의 경우 상당수

의 국가들이 백내장 치료에 있어 Vision 2020

기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 보다는 기존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의학적 역량 부족으로 시행하

지못했던망막및녹내장분야로활동영역을넓

혀가고 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의 실명 부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광저우 중심

으로해당프로그램을확장해나가고있습니다. 

그간 세계적으로 서태평양 지역의 섬나라들은

실명예방사업에있어많은주목을받지못하였습

니다. 이 지역들은 감염병 보다는 극단적으로 높

은 만성질환이 많으며 WHO에서도 만성질환 관

리프로그램을집중적으로펼치고있는지역입니

다. 이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실명예방사업을 벌

일 만한 여유가 아직 없는 편이기에 실명예방사

업의필요는매우높은지역이라할수있습니다.

특히, 사모아의 경우 전국 단위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WHO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실명예

방사업과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해외사업지역으로좋은여건을갖추고있

고 WHO 사모아 사무소의 만성질환관리 책임자

또한한국인이여서협업이용이할것으로보입니

다. 앞으로 만성질환 관리의 한 분야로 실명예방

사업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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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정기이사회가 2월 17일 재단 회의실

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2016년 사

업실적과 약 40억 원에 달하는 2017예산

안, 급여인상안, 강윤구이사(전 보건복지부

차관) 의 연임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사회

에는 이태영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 13명

중 이상열 부이사장, 강윤구, 반장식, 정성

근, 문남주, 차흥원, 김명진 이사와 김영식

감사가참석하였다.

2017 정기이사회개최

지부장회의개최

재단 지부장회의가 대한안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기간인 2016년 11월 5일이상열부이사장등재단

이사 3명과 14개 시·도지부장중 12명이참석한

가운데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2016년 안 검진

실적분석, 연락및강조

사항, 발전사항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태영이사

장은 이 자리에서“지부

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으로 안과진료 취약지역

에대한무료진료가성공

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며“연간 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무료진료를통해안질환을조기에발견

하고 치료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민 건

강에도크게기여하였다.”고치하하였다.

〈지부장 회의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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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어린이·청소년 12명 사시수술

재단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캄보디

아 프놈펜에 수술 봉사팀을 파견하였다. 인천 길

병원 안과 백혜정 교수와 마취과 이미금 교수 등

의료진 4명과 재단 곽성수 팀장 외 1명 등 총 6

명으로구성된봉사팀은사시환자 11명과 다래끼

환자 1명을 수술하고 총

87명의 환자를 진료하

였다. 재단은지금까지

백내장 수술팀을 주로

파견하여왔으나캄보디

아에어린이사시환자가

많은 점을 고려, 이번에

사시수술팀을파견하게

된 것이다. 백혜정 교수

는 만족할 만한 여건 하

에서 수술을 할 수 있었

다.”면서“더 많은 사시환자를 수술하지 못하고

가서 아쉽다. 다음에는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들의 실명예방과 자신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

다.”는소감을밝혔다.

재단직원추계워크숍개최

재단은 2016년 10월 30일 직원

과 강사, 검진요원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북구「우

리 옛 돌 박물관」을 관람하고

인근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태영

이사장은“재단의 전 직원이 전

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서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당부하

였다.

〈사진좌에서두번째가백혜정교수,  우에서두번째는이미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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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력보호프로그램가동 -「록시땅코리아」후원으로

파주군봉일천중학생 190명 무료 진료

교육부, 2015년 학생건강검사표본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54.7%가

나안시력 0.7이하였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생과 4학년생이 각각

26.7%, 48.7%, 중학교 1학년생이66.6%,

고등학교 1학년생이 71.4%로 조사되어

학년이높아질수록시력이상이많은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시력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학습활동과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절대

적으로필요한실정이다. 「록시땅코리아」(지사장

김진하) 에서는 장차 나라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

의 시력저하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고, 작년 11월재단과체결한‘청소년시력보호

협약’프로그램의일환으로 2016년 12월 22일경

기도파주시조리읍봉일천중학교 (교장전윤수) 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정밀 눈 검진을 시

행하였다. 시력이상이 의심되는 190여명의 학생

들에게 시력측정, 안압검사, 굴절검사, 세극등현

미경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특히, 현재 착용 중인

안경이 본인의 시력에 맞는지와 저시력임에도 교

정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을

권유하는한편청소년기의눈건강관리에대한팜

플렛도 나누어 주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을배양하였다.

KBS 1TV 주말

뉴스와 1FM 국

악의 향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있는김윤지

아나운서가「취

학 전 어린이 실

명예방사업」저

소득층 무료 눈

수술비지원홍보

동영상에출연하였다. 재단의정기후원자이기도

한 김윤지 아나운서는 재단의 재능기부 요청에

“의미가 깊은 어린이의 눈 건강증진에 관한 홍보

여서 꼭 참여하고 싶다.”면서 흔쾌히 승낙하였

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 금천구‘스팟스튜디

오’에서 장시간 촬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촬영 내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홍보동

영상은롯데시네마를통하여방영되었으며, 향후

방송과안과병·의원에서도방영될예정이다.  

KBS 김윤지아나운서「취학전어린이실명예방」홍보영상촬영재능기부

〈KBS 아나운서 김윤지〉



20 www.kfpb.org

한국실명예방재단 재단소식

취학전어린이실명예방및저소득층눈수술비지원사실적극홍보

재단은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명

예방사업과저소득층어린이에게눈수술비를지

원하고있으나홍보부족으로많은대상자들이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홍보활동에 나섰다. SNS와 언론사 홈페이지 배

너광고, 극장 광고 등을 통해 어린이 눈 건강의

중요성과수술비지원사실을집중적으로홍보하

였다.                     

재단, 서울시교육감감사장받아

재단이 2016년 12월 19일 서울시 교육지원청으

로부터 서울시 학생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한 공로

로감사장을받았다.

서울시 교육청과 재단은 긴밀한 협조 하에 2014

년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눈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교육 기관은

277개, 교육인원은 30,409명, 시력검사인원은

29,662명에달한다. 

2017년도에도 100개 기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

로‘찾아가는눈건강교실’을진행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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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코리아」, 청소년시력보호후원

프랑스 자연주의 브랜드「록시땅」의 한국지사인

「록시땅 코리아」(지사장 김진하)가 2016년 11월

11일, 한국「눈의 날」을 기념하여 초·중·고 학

생 등 청소년의 시력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재단과협약을체결하였다. 

본사의지원과록시땅의‘EYE LOVE L’

OCCITANE’캠페인으로 모금하게 될

5천만원은 앞으로 1년간 안과진료 취약

지역 중·고등학생(13세-19세) 약1,500

명을 위한 무료 눈 검진 실시와 약70여

명에게저시력보조기구를지원하거나개

안수술비로사용할예정이다.                 

2016년 11월 4일 양기관대표가참여한

가운데 록시땅 압구정 매장에서 열린 협

약식에서김진하지사장은“록시땅”글로

벌재단의이념에따라한국에서매년시

각장애인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면서“장

차 이 나라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한 눈

으로 학업에 전념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길 기

대한다.”는협약소감을밝혔다.

한전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형덕)이 2016년 12.

15(목)일 재단을 방문하여 개안수술비 5백만 원

을전달하였다. 이번후원은“빛을전하는한전의

이미지에 맞는 특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

해 보자”는 박형덕 본부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

으며, 전 직원이 강당과 구내식당 등에 설치된

‘빛 드림 펀드’모금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데

동참함으로써 기부문화를 사내에 확산시키는 계

기도 되었다고 한다. 박형덕 본부장은“어려움을

〈사진좌, 록시땅코리아김진하지사장 우이태영재단이사장〉

한전경기지역본부, 저소득층개안수술비후원

〈사진좌이태영이사장, 우는박형덕한전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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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시각 장애우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게 되

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등에생필품을지원하는등지속적

인 사랑 나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

했다. 

한강수력본부, 지역내저소득층노인개안수술비후원

한강수력본부(본부장 이방훈)이 2016년 12.16(금)

일 저소득층개안수술비 870만원을후원하였다.

한강수력본부는 전 직원의 성금으로 후

원금을 마련하였으며, 본부가 위치한 지

역의 저소득층 눈 수술비로 사용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 이인

홍대한노인회춘천시지회장이참석하여

“회원들 중에는 수술비를 부담스러워 하

는분들이많이있다.”면서수술이꼭필

요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지역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를 약속하였다. 한강수력본부가 위치해

있는 춘천시 신북읍 일대에 거주하는 주

민들 중수술이필요한저소득층을대한

노인회 춘천지회와 한강수력본부가 재단으로 추

천하면 재단에서 타당성 검토 후 수술절차를 밟

게된다.   

FC서울축구단, 저소득층개안수술비후원

2016년 12월 19일 인기 축구구단인 FC서울에서

재단을 방문하여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1,000만

원을 후원하였다. FC서울은 2015년 9월 재단과

“F.See seoul Together 후원협약”을 체결하

고 수술어린이들을 올해상암 운동장에서 개최된

개막전에 초청하는 등 국민 눈 건강 증진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재단방문에는 주세종 선

수와 이창주 팬클럽대표가 함께 하였다. 이태영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국내 최고의 축구클럽인

〈사진좌, 이인홍대한노인회춘천지회장, 중앙, 이방훈한강수력본부장〉

〈사진좌주세종선수, 중앙이태영이사장, 

우이창주FC팬클럽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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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에서 국민 눈 건강을 위해 후원을 해주어

서 매우 감사하다.”면서“아직도 많은 취약계층

이 수술비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니 더 많은 분들

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후원을 당부

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후원“밝은 눈으로 행복한 세상을”

2차년도분 3억 원 후원

한국수력원자력(시장 이관섭)이 재단과 2015년

12월 23일 체결한 발전소 인근 주민 무료 눈 검

진 및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후원 프로젝트“밝은

눈으로행복한세상을”2차년도분 3억 원을후원

하였다. 최초 협약체결 당시 총 3년간에 걸쳐 10

억원을후원하기로하고 1차년도 4억원, 2, 3차

년도각 3억원을후원하기로한데따른것이다.

재단은 2016년도 한수원 후원 4억 원으로 저소

득층 527명, 819안에 대하여 수술비를 지원하였

으며 경북 경주시 양북면 등 발전소 인근 10개

지역의 주민 1,812명을 무료 눈진료를실시하고

돋보기, 안약 등을 지급하였다. 특히, 백내장 등

으로수술이필요한 246명에대해서는수술이필

요한질환임을 설명하고 안과에 가도록 권유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한수원의 후원금으로 수

술비를지원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관섭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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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은 2016년 11월 11일, 대한안과학회제정‘눈의날’을맞이하여국민눈건강

증진에기여한경기도구리시보건소와, 전남해남군보건소, 인하대학교안과문연성교수, 영남대병

원 안과이상범교수에게표창을수여하였다. 수상기관과개인의공적사실을소개한다.

○ 2,000년부터 구리시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35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취학 전 어린이 2,500

명에게 조기시력 검진을 위한 자가시력검진도구

를각가정에배부, 회수하여시력이상어린이에

대한 정밀검진을 실시하여 눈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치료하는데기여하였음.

○ 2016년부터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진의 정확

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그림시력표를 이용하여 35개 기

관, 1,885명을 검사하여 안과 정밀검사 의뢰자

176명을 발견하여 눈 질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

하는데 기여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초롱이 눈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눈의

소중함에대한인식개선에기여.  

○ 구리시 주최 코스모스축제 간 시민건강 체험

한마당을 운영하면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협조

하여 눈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책자 배부 및 저

시력 체험, 눈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눈

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눈 건강관리 능

력배양에기여하였음. 2014년부터매년‘세계눈

의 날’을 기념하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과 협조

하여 소아안과전문의를 초빙, 보건소 내 영양플

러스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눈 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를 발견하고 부모대상 눈 건강

강좌를실시하여눈에대한소중함인식및눈건

강 관리능력배양에기여하였음.

표창수여후기념촬영, 사진좌로부터이상범교수, 

문연성교수, 이태영재단이사장, 구리보건소관계자

구리시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재단소식-표창 수상

25

해남군보건소

○ 2003년부터 매년 안과 순회 검진에 대비하여

저소득 가정방문, 경로당의료서비스 등 사업 추

진 시 실명예방사업을 알리고 시력저하, 눈 건강

이상자와 유소견자를 발굴 사전 안 검진 대상자

를 신청 받아 한국실명예방재단 순회 안 검진 시

저소득 유증상자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사업을추진하였음. 그 결과지난 13년간

194명의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등안질환을조

기 발견 치료하였으며 또한 취학 전 어린이 실명

예방사업에도 관내 어린이집 아동 1,300여명이

조기시력검진과관리를받음으로써안질환을예

방할수있었음.

○ 해남군은 의료취약지역으로 14개 읍·면사무

소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공동으로 저소득

층 가정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안 검진을조기실시하여국가와한국실명예방재

단의눈수술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조치하였음.

○ 취학 전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가정용 자가 시력 검진

표와조사지를가정에배포하고적극적으로회수

하였으며, 검사결과 유소견자에게랑테스트를이

용한 검진을 실시하고 시력이상자에게 정밀검진

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과 연계 추진하여 안질환

을조기에발견하고치료함으로써시각장애를예

방하고눈건강증진을위해크게기여함.

○ 2010년

부터 한국

실명예방

재 단 대

구·경북

지역 지부

장으로 활

동하면서,

한국실명

예방재단

의 노인 안

검진사업에매년참여하여봉사하고있음. 그 동

안 총 15회 2,632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

검진 사업(영양군,의성군, 김천시, 경주시, 대구

수성구 등)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진료에 임하였

고 그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노인 안질환 조기발

견과치료및예방에기여한공적이현저하였음.    

○ 대학병원에서 각막 및 외안부 질환 분야의 교

수로 재직하면서 연구 활동과 개인의 발전에만

머물지 않고, 대한안과학회 산하 해당 연구회의

회장직을 맡아 활발한 연구회 활동을 이끌면서

연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음(한국외안부

연구회, 한국각막질환연구회, 한국외안부학회 현

이상범영남대병원안과과장(한국외안부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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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대 학 교

안 과 학

교 실 의

전공의였

던 1983

년 부 터

한 국 실

명 예 방

재 단 의

무료 안

검진 사업인 국립재활병원, 한빛맹아학교 등에

저시력아동 실명검진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989

년 중앙대학교부속 필동병원에 임상강사로 봉직

하며 1991년까지 약 3년간 실명예방협회의 주관

사업인 노인 개안수술에 동참 하였으며, 1992년

에서 1995년까지 성남지역 의료보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개안수술사업에 자문으로

활동하며국가안보건사업에기틀을마련하기위

한노력을기울였음.

○ 1996년 5월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이 인천에서

개원함과 동시에 교직 발령 후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실명예방재단 인천지역지부장으로

안과의사들의안검진참여를지원하고, 직접실

명예방사업 활동에 참여 노인실명예방사업이 13

년간지속될수있도록협조체제를강화하여전국

143,190명중경기·인천지역환자등을진료함.    

○ 2009년 3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한국천주

교 유지재단 산하 방배4동 성당 의료선교봉사단

의 창단 일원으로 봄, 가을 연 2회에 걸쳐 (2016

년 10월 현재 17차 진행함 ) 국내 의료낙후시설

어르신들을현지방문하여실명검진과의료봉사

활동을하고있음.

○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986년“ 노인의 안

질환 분포에 대한 임상고찰 ”논문을(대한안과학

회지 1986 May 27(5): 875-880) 발표하는 등

국민, 특히노인눈건강증진에크게기여하였음.

문연성인하대병원안과교수

회장). 대한안과학회에서 대의원과 안과전문의고

시(백내장굴절수술) 고시위원, KJO(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및 대한안과학회

지논문심사위원으로활동하였고여러편의안과

교과서편찬에저자역할을수행하면서안과학회

발전에공헌함.  

연구활동으로는 2007년 유럽백내장굴절수술학

회에서 우수논문상, 2013년 대안안과학회 삼일

앨러간연구상을 수상하면서 각막굴절수술과 각

막질환에서의 학술 발전에 크게기여 하였으며,

또한 한국서울에서개최되는국제학술대회인제

5차 아시아 각막학회 학술대회(2016년 12월 9일

~11일)에 조직위원회의위원및부회장의자격으

로학회의성공적개최를위해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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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록시땅의 기업명이의미하는것은무엇

인지요?  어떤 사업을주로하시나요?

프로방스지역의여성을의미합니다. 프로방스의

옛 지명‘옥시따니아(Occitania)에 여성형 관사

를붙여‘록시땅’이라는브랜드이름이탄생하였

습니다. 즉, 프로방스에서 온 여성이라는 뜻으로

프로방스 여성들이 살아온 그들의 생활 방식 나

아가그속의프로방스자연을담고자하였습니다.  

록시땅은 진정성, 감각, 존중 3가지 철학을 가지

고사업활동을하고있습니다. 믿을수있고전통

성 있는 프로방스 지역의 원료를 더 많은 사람들

과나누고자하며, 오감을만족시킬수있는자연

을 담은 제품들을 통해 프로방스에서 유래된 모

든전통과문화적인다양성을이야기하려고합니

다. 나아가록시땅재단을통해부르키나파소공

화국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힘쓰고, 시각

장애인후원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Q2. 지난해처음저희재단과인연을맺었는데요. 

우리 재단과의인연을시작하게된특별한

계기나이유가있으신가요?

록시땅은시각장애인을위한후원활동에적극적

입니다. 1997년부터 샴푸 제품의 라벨에 점자를

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제품에 점자 표기

를 넣어 시각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는시각장애인또한올바른제품을선택할권리

록시땅코리아

”“



가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 업계 최초의 시도이기

도 했으며, 이와 동시에 일반 고객들이 제품 내

표기된 점자를 보고 시각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점자 표기는 록시땅 공식 재단 활

동을통해전세계록시땅에서활성화되고있습니

다. 그 일환으로록시땅코리아에서는작년 2016

년 한국실명예방재단과함께기부활동을시작

하게되었습니다.

Q3. 한국 록시땅지사의사회공헌활동을통해

이루고싶은목표나가치관은무엇인가요?

록시땅 코리아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 록시땅 그

룹의 시각장애인 글로벌 후원을 통해 지금까지

약 200만명의 안과 시술을 도왔으며, 2020년까

지 전세계 1천만명에게 직접적인 실명 예방 및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록시땅은 시각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전세계에 알리며 록시땅의 3번째 철학인‘존중’

을실천하고있습니다. 

Q4. 록시땅은 청소년들의 시력증진에 관심이

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유는무엇인가요?

실명예방재단에서는 10세 이하 어린이, 60세 이

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11세 이상 59세

이하는지원프로그램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

다. 록시땅 코리아에서는 2016년 11월 11일 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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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맞이하여“EYE LOVE L’OCCITANE”이

라는 캠페인을 전개, 실명예방의 사각지대에 있

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밝은 세상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하고자후원하기에이르렀습니다. 더

불어 향후 지속적으로 저희 기업이 눈 질환을 가

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

도록용기와가능성을높여주고싶습니다. 

Q5.마지막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한국

실명예방재단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있다면? 

한국실명예방재단덕분에국내사회공헌활동으

로 첫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록시땅으로서 전세계 사회 공헌 활동에 많이 참

여하고 지원해 왔지만, 한국 지사로서 책임을 가

지고 시각 장애인과 관련된 국내 사회 공헌 활동

을 더 많이 전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시각 장애인들, 또 시력의 건강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인지했

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야겠습니다. 록시땅은 자부할 수 있는

원료로진정성있는스토리텔링을하면서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했고, 전세계 많은 고객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답하는 마

음으로, 저희의제품안에록시땅의사회공헌정

신을 녹여내어, 록시땅이 있게 해준 우리 사회를

돌보고, 약자들이있는곳에함께동행할것을약

속드립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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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눈이밝아지셨어요?

노인수술담당서혜경

홍복순어르신은재단의개안수술사업으로백내장양안수술비를지원받았습니다. 수술 받으신홍

복순 어르신을 제주도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무료안검진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첫 만남에 수술

받게해줘서고맙다고하셨으며제손을꼭잡아주셨습니다. 어르신은수술후시력이많이좋아져생

활하시는데불편함을못느낀다며수술후에통원치료를안다니셨다고합니다. 어르신댁에서안과까

지는 버스로 2시간가량 걸리는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건조하고, 뻑뻑한 느낌은 그냥 참고 있다

고했습니다. 우연히기회가되어노인실명예방사업중노인안검진이진행되는장소에오셔서안과선

생님께그동안진료받지못했던눈검사를받을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시다가 시력검사→안압검사→굴절검사→정밀검사 차례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안압검사를받으신어르신의왼쪽눈은정상수치보다높게나와서걱정이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의진료가시작되어세밀하게검사후진단받은결과는양쪽모두백내장수술은깨끗하게

잘 되었으나, 왼쪽 눈에 녹내장이 의심

되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라는 소견이었습니다. 약간 놀라신

듯한 어르신을 부축해 드리며 의사 선

생님께서처방해주신약을가지고상담

을진행하였습니다. 안구건조증으로인

공눈물약과어르신눈에맞는돋보기를

처방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백내장수술후버스번호가

잘 보인다며 좋아진 시력에 많이 기뻤

다고하셨습니다. 녹내장이라는진단을듣고놀랐다고하셨지만백내장수술이라도받게해줘서고맙

다는말씀을연신하셨습니다. 사실어르신은얼마전부터머리도아프고눈도더뻑뻑해지는것을느

끼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안과적인문제라고는생각하지않고두통이심할때만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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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드셨다고합니다. 두통은해결되어도눈이건조하고뻑

뻑한느낌때문에안과에가볼까하는고민을하셨지만두

번이나버스를갈아타고두시간씩이동해야해서미루고

안다녔는데, 재단에서직접전화해서안부도물어주고, 집

근처로와서눈검사도받게해주어서정말고맙다고하셨

습니다. 이렇게직접안약도주고, 돋보기도나눠줘서자식

보다더낫다고말씀해주셨습니다. 

어르신은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 빠듯하다고 합니다.

자식이 4명이나 있지만 다들 살기 바빠 같은 제주도에

사는데도 만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르신 앞으로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과 읍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를 하시며 월 4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시는데,

이번달에는공공근로를못하게되었다면서더힘들어졌다고합니다. 

공공근로 작업을 하시려면 한달 전에 신청을 해 놔야 그 다음달부터 근무를 할수 있는데, 이 작업도

요새는 지원자가 많아져 일하기 쉽지 않다면서 다음달에 꼭 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맡은업무는무릎과허리가좋지않아오래서있는일은못하고, 그나마앉아서할수있는작업이도

로에꽃밭가꾸는일입니다. 제주도에여행가면가끔도로에서꽃심기작업하시는분들은봤는데, 어

르신이그일을하셨다는생각에마음이아팠습니다. 평균연령이거의 70대라고하시면서나이를더

먹으면이일도못하게생겼다면서걱정하셨습니다. 어르신은가능하면오래일하고싶다고하셨는데

도로매연과흙속에있는이물질등으로피부가많이나빠져서할수만있으면다른작업을하고싶다

는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업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냐며 하소연 하셨습니다. 

근처에피부과도없어서너무가려움이심할때는보건소에가서먹는약을처방받는다고합니다. 

어르신을안과로처음데려가신분은가끔오시는요양보호사님이었습니다. 그 전에는불편감만느

끼셨고, 안과진료에대해서는생각도못하셨는데, 재단의사업내용을알고계신요양보호사님께서직

접접수하는것부터안과수술받는데까지도움을많이주셨다고합니다. 

나이를 먹어 잘 보이지 않고, 침침하고, 눈물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수

술을받게해주어서새롭게잘보이고희망을가지고살아갈수있게도와줘서고맙다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앞으로도 자주 내려와서 검사해달라고 하셨으며 이런 좋은

기회를만들어준우리재단에감사하다고하시며기회가되면제주도귤을꼭보내주신다고하셨습니다.

귤은 마음만받겠으니어르신빨리녹내장관리하시고, 또 수술비가필요하면재단에서최대한지원

해드리겠다며어르신께용기를드리고상담을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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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란 사물을 바라볼 때 똑바로 보지 못하고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의 방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

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사시를 방치해 두면 사시가 있는 눈은 사용하지 않게 되어, 시력발달이 제대

로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약시가 생기거나 심하면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사시는 시력의 문제뿐

만 아니라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자신감이 상실되고, 대인 관계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

어조기발견과치료가꼭필요한안질환이다. 

프랑스자연주의브랜드「록시땅코리아」가지원하는저소득층청소년개안수술비지원을받아사시

수술을한안○○학생(고1, 경기남양주)을수술병원인「김안과병원」에서 3월 17일만났다.

안○○학생은어릴때는괜찮다가중학교때사시가발견되었다고하였다. 눈이다른사람과조금다

르다는생각때문에수술전에는외모에자신도없었고, 사람을바라볼때는주눅이들곤했다고한다.

수술을 해야 하지만 수술비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할머니, 오빠와 함께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활비는 정부 지원금과 할머니께서 식당일로 버는 수입, 입대 준비 중

인 오빠(21세)의 아르바이트비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에서 230여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 마련이 여의

치못한탓이었다.(부모님은별거중으로각자생활하고있으며가끔연락만한다고한다.) 동석한할

머니의손녀에대한애틋한사랑이가득차있었다. 할머니는사시수술비마련이어려워수술을하지

못하고있었는데재단의지원을받아수술을할수있었고, 수술경과도좋아매우만족해하면서재

단과 또한, 재단「록시땅코리아」에게너무고맙다고거듭인사를하였다. 

안○○ 학생이 수술 후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안○○ 학생은 학원

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하고 있으며, 국어 과목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였다. 차분한 성격에 운동

을 좋아하여 요즘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액세서리 착용, 비만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할 당시 구김살 없이 건강하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

다는할머니의말씀이감동적이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시력과 외모로 인한 그간의 걱정과 근심을 훌훌 털어버리고, 꿈 많은

17살의소녀가되어우리사회의건강한구성원으로자라기를마음속으로빌고또빌었다.

법인수술담당안정순

시력도자신감도

함께되찾았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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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후원자들이보내준수술비지원을받고

시력을회복한많은분들이감사의편지를보내오고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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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홈페이지에는재단의지원에대해

감사의글이끊임없이게재된다. 

그중몇글을소개한다.

작년 2월 왼쪽 눈 0.2도 안 되는 시력으로 약시판정을 받은 ○○맘입니다.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약시 판정에 놀란 가슴으로 진료실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 1년 동안 가림패치 치료가 답이란 말씀에 하루 6시간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 1년 만에 0.2에서

0.8이상으로 시력이 올랐네요!. 작년 1차로 패치를 지원받고 택배상자에 담긴 약시관련 동화책까

지...아이를 무릎에 앉혀 동화책을 읽어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애가

시력을 잃게 되는 거라고 생각 했는데 이런 무서운 병 앞에 한국실명예방재단이 함께 해 주셔서 늘

훈훈한 마음이었습니다. 1차 패치관련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2차엔 더 편리해진 패치까지 지원해 주

셔서 한동안 가격부담 잊고 잘 쓰고 있네요. 저희 아이는 시력이 오르면서 눈 몰림이 생겨 여전히

가림치료를 유지해야 하지만 언젠간 안경을 벗게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창원에 사는 변○○ 엄마입니다.

어제 저희 아이 간헐적외사시 수술을 마치고, 오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전에 아이의 사시를 발견했을 당시 심하지가 않아서 방심을 했는데, 2학년을 올라가기 직전에 아

이의 사시각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작년 11월에 수술을 급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수술결정이 내려

진 후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막막하고 답답했었는데.... "초롱눈망울"이라는 카페를 통해 "한국실명예

방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아 걱정을 했는데, 조은숙 선생님 덕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습니다. 저희 ○○이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건.. 조은숙 선생님과 한

국실명예방재단에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이젠 딸아이가 재발이 안 되기만을 빌며.. 다시 한 번 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재단홈페이지자유게시판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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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명예방재단의 가림 패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6개월 동안 하루

에 6시간씩 약시 치료를 진행한 상태이구요. 처음 가림 치료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두 단계나 시력이

좋아져서 아이가 무척 좋아합니다. 힘든 가림 치료 과정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지켜보는 엄마 입

장에서도 참 다행이다 싶어요. 어린이집에서 가림 치료를 하던 친구가 있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큰 저항

없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실명예방재단에서 보내주신 <안경나라 안경요정 동화책>과 <어

린이눈관리책자>가 큰도움이되었습니다. 치료 초반에는길을가다가도아이가패치를붙인모습을보

고 힐끔힐끔 한 번씩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고개를 숙이거나 외출을 꺼려하기도 했지만 지금

은 의연하게 대처하는 걸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재단의 배려가 느껴져서

정말감사했습니다. <안경나라안경요정동화책>과 <어린이눈관리책>은 지금도아이가책장에소중하게

보관하고 하고 있어요. 유치원 친구들이나 가림 패치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른들이“왜 눈을 다쳤어? 눈이

아프니?”라고 물어보면“약시 때문에 가림치료하고 있어요. 양쪽 눈의 시력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해요.”라고 또박또박 설명도 해주네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해야하는약시의경우패치비용이만만찮은데꾸준히지원해주시는것에대한감사를꼭전하고싶었습

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재단에서 혜인이 이름으로 보내주신 택배가 도착하면 "열

심히패치붙이고눈이좋아지라고선물보내주셨다~"라고 하면서좋아합니다. 엄마에겐경제적으로도움

이 되고 아이에겐 지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네요. ^̂  궁금한 것에 대해 문의하

면언제나친절하게상담해주시는재단직원여러분께도감사하다는인사를꼭전하고싶습니다.

실명예방재단 임직원 분들에게.

저는 경남에 살고 있는 이○○입니다. 

저는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유리체 출혈이 있었습니다. 눈 안에 피가 터져 핏덩이 여러개가 얼룩무늬

같이 고여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핏덩어리가 벌레모양의 형상으로 움직였습니다. 눈을 감고 잠이

들기 전까지는 늘 눈 속에 들어있는 벌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일상 생활할 시에는 핏덩어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흔들리며 떠 다닙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밝은 곳에서

는 밝게 비치는 빛 사이로 흔들리는 검은 핏덩어리들이 조화를 이루어 수십개의 거울을 눈 앞에서

흔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척 어지럽지요. 기어코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 무릎하고

이마를 깨어 먹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수술을 해야하겠다 마음을 먹

었으나 없는 형편에 수술비 걱정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실명 예방 재단의 도움으

로 수술을 잘 받고 지금은 수술 후 몸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반갑지 않은 눈 속의

벌레도 보이지 않고, 길을 가다 넘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실명 예방재단 관계자 여러분께깊은 감사의

마음을전합니다. 관계자여러분의건강과안녕을기원합니다.



40 www.kfpb.org

한국실명예방재단 자유 게시판

안녕하세요. 갑상선 안병증으로 안와감압술을 받은 장○○입니다. 자금마련이 어려워 눈 상태가 심각

하고 너무 불편하여 책읽기도 힘들었는 데도 수술을 잡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ㅠㅠㅜ 그런 와중에

병원의 안내로 이런 재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조은숙 님의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에 걱정을 놓고

수술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은숙 님께“님과 같은 분이 그 자

리에 계시기에 많은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수 있습니다. 급하게 수술 잡아 무리

였는데도 일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단 말 꼭 전하

고 싶었습니다.”지금 수술한지 한 달이 안 되어 아직 눈에 사시 복시 등의 후유증이 있어서 좀 더 지

켜봐야한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후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초1 딸이 원시와 사시로 몇년째 가림치료를 하고 있어요. 항상 힘든데도 투정한번 안 부리고 잘 치료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3번째 보내주신 패치로 항상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모든 아이들이

예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더욱 오래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친절히 응대해주신 직원 분

들도 넘 넘 감사해요!

저는 지난 11월 17일 귀 재단의 도움으로 사시교정 수술을 받은 초등학교 2학년 정○○ 어린이의 아

빠 입니다 . 지금은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21일 ○○대학교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수술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니 다행히 잘 되었답니다. 여러모로 귀 재단의 도움이 너무도 고맙고 친절한

담당 선생님의 안내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본 게 처음인데

지금도 어리둥절합니다. 막상 저의 아이가 이런 도움을 받고 보니 다시 금 세상이 밝아 보이고 저도

남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봉사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실명재단 의 무궁한 발전과 사

회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기도 합니다 .

귀 재단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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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 교육 신청 안내

○ 교육 방법 및 시간

▶전문강사가신청지역을방문하여약1시간교육

○ 교육 내용

▶ 노인 눈 건강관리

▶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등 안질환의 증상 및 치료방법

▶ 교육 후 상담

○ 신청 대상

▶ 서울, 경기, 인천지역 60세 이상 어르신 및 방문간호·요양보호 인력

- 어르신 5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보건소·복지관·경로당·종교시설 등

- 방문간호·요양보호 인력 2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보건소 또는 요양보호시설

○ 신청 기간 : 2017년 3월 ~ 10월중수시

▶ 눈의 역할과 감염성 질환 예방

▶ 안외상 예방

▶ 저시력 체험을 통한 저시력 예방교육

▶ 올바른 눈 건강관리 습관 및 시력검사

○ 신청기간 : 2017년 3월 ~ 9월 중 수시(강사 편성을 위해 4주 전 신청)

신청 문의 : 02-718-1102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www.kfpb.org

신청대상 서울·경기·인천 대전부산

교육기간 4월 ~ 10월 4~10월

대구

6~10월6, 7, 9월

■ 찾아가는 어린이 눈 건강 교실

○ 교육 방법 및 시간

▶ 전문 강사가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약 1시간 교육과

동시 시력검사 실시

○ 교육 내용

■ 찾아가는 어르신 무료 눈 건강 교육

눈건강교육신청안내



한국실명예방재단무료검진 신청 안내

49



50 www.kfpb.org

한국실명예방재단 후원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