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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근시 녹내장에서 두 가지 빛간섭단층촬영의 구조-기능 관계 

비교

The Structure-function Relationships between Two Differen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n Patients with High Myopic Glaucoma

김성아⋅박찬기⋅정경인

Seong Ah Kim, MD, Chan Kee Park, MD, PhD, Kyoung In Jung, MD, PhD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structure-function relationships between swept-sourc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S-OCT) and 
spectral-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D-OCT) in glaucoma patients with high myopia.
Methods: Forty-three eyes with high-myopia (axial length over 28 mm) and 30 with emmetropia (axial length 21 to 24 mm) of pa-
tients with preperimetric glaucoma and primary open-angle glaucoma were retrospectively enrolled. Visual field (VF) sensitivity 
and mean deviation were evaluated via standard automated perimetry. Peripapillary retinal nerve fiber layer (RNFL) thickness 
was measured using SD-OCT and SS-OCT. The topographic relationships between structure and function were investigated.
Results: In the high myopia group, the average (p < 0.001) and all six sectorial (all p < 0.05) RNFL thicknesses on SS-OCT corre-
lated significantly with the corresponding VF sensitivities. In high myopia patients, the average RNFL thickness did not correlate 
with the mean sensitivity (MS). SD-OCT revealed no significant sectorial structure-function relationships in four sections, but did 
in two sectors (both p > 0.05). The emmetropic group exhibit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average RNFL thickness, 
and the MS and VF mean deviation (MD) using SS-OCT (both p ≤ 0.001). The average RNFL thicknes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MD using SD-OCT (p = 0.036). In emmetropia patients, the superotemporal, inferotemporal, superonasal, and in-
feronasal RNFL thicknesses correlated with the corresponding VF sensitivities using both SS-OCT and SD-OCT (all p < 0.05). 
Conclusions: SS-OCT assessed structure-function relationships more accurately than did SD-OCT in glaucoma patients with 
high my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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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각녹내장에서 해부학적 손상이 대개 기능 상실보다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다.1 일부 연구에서 시야검사상 녹내

장성 손상 발생 이전에 망막의 신경절세포와 그것들의 축

삭돌기 손상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2,3 시신경유두나 

망막신경섬유층 변화와 같은 해부학적인 손상 이후 기능적 

손상이라고 여겨지는 표준 시야검사상의 시야손상이 나타

난다.4 그러므로 초기 녹내장 진단 및 진행을 관찰하는 데 

해부학적 손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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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Structure-function correspondence map according to Garway-Heath et al.13 (A) Visual field sectors. (B) Peripapillary reti-
nal nerve fiber layer thickness. SN = superonasal; N = nasal; IN = inferonasal; IT = inferotemporal; T = temporal; ST =  
superotemporal.

고도근시가 녹내장의 위험인자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5,6 
그러나 수직 타원형의 시신경유두, 시신경유두

의 기울어짐, 이측 시신경테의 소실, 크고 얕은 함몰, 시신

경유두주위 위축 등 고도근시의 이러한 시신경유두의 특징

으로 인해,7 고도근시에서 형태학적으로 녹내장의 조기 진

단이 어려울 수 있다.8

빛간섭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장

비가 발달하면서 시신경의 모양을 분석하고, 망막신경섬유층

의 두께를 측정하여 녹내장을 진단하고 진행을 확인할 수 

있다.9 최근 개발된 파장가변 빛간섭단층촬영(swept-source 

OCT, SS-OCT)는 1,050 nm의 중심파장과 약 100 nm의 대

역폭을 가지는 파장 가변형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850 nm대의 파장 영역을 이용하는 기존의 스펙트

럼영역 빛간섭단층촬영(spectral-domain OCT, SD-OCT)와 

비교하여 더 긴 파장(더 높은 침투력)과 빠른 검사가 가능

하다. 녹내장 진단에서 SS-OCT의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측

정 정확도(100,000 to 400,000 A-scan/sec)가 기존 SD-OCT

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1 시야손상 전 녹내장과 

초기 녹내장에서 SD-OCT와 SS-OCT의 진단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검사의 진단력은 비슷하다고 보고하였다.12 그

러나 시신경 구조가 다른 고도근시 녹내장에서 두 가지 빛

간섭단층촬영의 구조-기능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드

물다. 본 연구는 고도근시 개방각녹내장에서 스펙트럼 영

역 빛간섭단층촬영과 파장가변 빛간섭단층촬영의 구조-기

능 관계를 각각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성모병원 녹내장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 중 시야결손 전 개방각녹내장 및 원

발개방각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에 입각한 가톨릭대학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 회의 승인 아래 진행되었다(IRB 승

인 번호: KC20RASI0001). 모든 환자들은 시력검사, 자동

굴절검사, 골드만압평안압계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전방

각경검사, 안축장측정검사, 중심각막두께측정검사, 안저검

사를 시행하였다. 전방각은 개방되어 있고, 전반적이거나 

국소적인 시신경유두테의 좁아짐, 패임, 시신경유두출혈, 

시야손상과 일치하는 망막신경섬유층 결손과 같은 특징적

인 녹내장성 시신경손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안내 수술(단순 백내장, 굴절교정수술 제외)을 받은 경우와 

녹내장 이외의 시야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망막전막, 당뇨

망막병증, 망막혈관폐쇄 질환 등과 같은 망막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상기 환자 중 안축장길이 28 mm 이상

의 고도근시안 43안을 대상군으로, 안축장길이 21 mm 이

상 24 mm 미만인 30안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빛간섭단층촬영검사는 스펙트럼-영역 빛간섭단층검사기

(CirrusTM HD-OCT ver. 6.0; Carl Zeiss Meditec, Inc., Dublin, 

CA, USA)와 파장가변 빛간섭단층검사기(DRI OCT TritonTM; 

Topcon Co., Tokyo, Japan)를 사용하였다. SD-OCT는 optic 

disc cube mode (200 × 200 scan)를 통해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를 측정하였다. 시신경유두를 중심으로 직경 3.46 mm 

부위의 자동으로 추출된 측정값을 사용하였다. 신호 강도가 

6 미만이거나 중심에서 이탈된 영상은 제외하였다. SS-OCT

는 초광각 스캔 프로토콜로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를 측정하

였다. 시신경유두를 중심으로 직경 3.4 mm 부위의 자동으

로 추출된 측정값을 사용하였다. 영상의 질 점수 50 미만은 

제외하였다. 두 검사에서 모두 눈의 움직임이나 측정의 부

정확성으로 인하여 분석이 되지 않는 경우는 대상안에서 

제외하였다. 빛간섭단층촬영검사로 측정한 시신경유두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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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high myopia
(n = 30)

High myopia
(n = 43)

p-value

Age (years) 67.8 ± 8.8 62.1 ± 11.8 0.028*

Sex (male/female) 15/15 17/26 0.375†

Diagnosis (preperimetric glaucoma/POAG) 5/25 7/36 0.965†

Central corneal thickness (μm) 489 ± 165 476 ± 167 0.751*

Spherical equivalent (diopters) -0.73 ± 1.37 -7.35 ± 6.08 <0.001*

Axial length (mm) 23.09 ± 0.62 30.57 ± 2.40 <0.001*

SAP (MD, dB) -5.78 ± 4.96 -9.52 ± 6.97 0.009*

SAP (PSD, dB) 6.67 ± 4.56 6.47 ± 3.29 0.841*

Average RNFL thickness on SD-OCT (μm) 79.40 ± 10.02 72.91 ± 14.28 0.350*

Average RNFL thickness on SS-OCT (μm) 87.96 ± 15.63 48.02 ± 25.46 <0.001*

PPA (not present/present) 20/10 1/42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SAP = standard automated perimetry; MD = mean deviation; PSD = pattern standard deviation;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SD-OCT =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S-OCT = swept-source optical coherence to-
mography; PPA = peripapillary atrophy.
*Student’s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χ2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high myopia and non-high myopia

Retinal nerve fiber layer thickness 
(μm) p-value*

SD-OCT SS-OCT
Non-high myopia

Average 79.40 ± 10.02 87.96 ± 15.63 <0.001
Superior 100.83 ± 22.56 111.23 ± 28.23 <0.001
Nasal 65.83 ± 8.28 73.43 ± 11.46 <0.001
Inferior 89.00 ± 19.92 95.06 ± 32.55 0.053
Temporal 61.73 ± 14.36 71.93 ± 14.81 <0.001

High myopia
Average 72.90 ± 14.28 48.02 ± 25.46 <0.001
Superior 74.34 ± 23.98 57.48 ± 43.46 0.008
Nasal 66.62 ± 20.78 38.67 ± 23.54 <0.001
Inferior 73.44 ± 25.55 51.23 ± 33.69 <0.001
Temporal 77.02 ± 24.84 44.30 ± 28.61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CT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D-OCT = spectral do-
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S-OCT = swept-source opti-
cal coherence tomography.
*Paired t-test.

Table 2. OCT parameters in high myopia and non-high myopia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를 평균(360° 측정), 상비측(91°-135°), 

비측(136°-225°), 하비측(226°-270°), 하이측(271°-315°), 이

측(316°-45°), 상이측(46°-90°)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시야검사는 swedish interactive threshold algorithm (SITA) 

standard 24-2 방식으로 자동시야계(HumphreyTM, Carl Zeiss 

Meditec Inc.)로 시행하였다. 주시상실률, 위양성률, 위음성

률 모두 15% 이상인 검사는 제외하였다. 시야검사의 mean 

deviation (MD), pattern standard deviation (PSD) 및 평균 

시야감도와 영역별 시야감도를 분석하였다. 시야검사에서 

데시벨(dB) 단위의 총 52군데의 역치값을 이용해, 평균 시

야감도는 52군데 민감도의 평균으로 계산했다. 영역별 시

야감도는 Garway-Heath et al13
이 제시한 구조-기능 대응 

지도에 따라 각 부분의 민감도를 계산하였다(Fig. 1). 생리

적 맹점의 위, 아래쪽의 민감도는 제외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ver. 22.0 software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고도근시안과 비고도근

시안군의 연령, 성별, 중심각막두께, 구면렌즈대응치, 안축

장 길이, 시신경유두주위 위축 유무, 시야검사의 MD, PSD 

비교 시 t-검정(student’s t-test)과 카이제곱검정(χ2 test)을 

이용하였다. 두 가지 빛간섭단층촬영검사의 평균 및 사분

면의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비교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이용하였다.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시야 민감도

의 관계,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MD의 관계는 각각 

단순선형회귀분석과 이차 다항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SD-OCT와 SS-OCT의 구조-기능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Hotelling-Williams test를 이용하였다. p값이 0.05 미

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개방각녹내장 환자 중 고도근시군 43안과 비고도근시군 

30안을 포함하였다. 비고도근시군의 평균 연령은 67.8 고도

근시군의 평균연령은 비고도근시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다(p=0.028). 개방각녹내장 중 시야손상 전 녹내장과 원발

개방각녹내장의 비율, 성별, 중심각막두께는 두 군 간의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965, p=0.375, p=0.751). 굴절력은 비

고도근시군 -0.731.37 diopters (D), 고도근시군 -7.356.08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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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RNFL 
thickness vs. global 
MD or MS

Linear Second-order polynomial
NHM HM NHM HM

r2 (p-value)* p-value† r2 (p-value)* p-value† r2 (p-value)* p-value† r2 (p-value)* p-value†

MD 0.002 0.047 <0.001 0.050
SD-OCT 0.148 (0.036) 0.085 (0.059) 0.159 (0.097) 0.126 (0.067)
SS-OCT 0.424 (<0.001) 0.362 (<0.001) 0.487 (<0.001) 0.409 (<0.001)

MS 0.003 0.040 0.002 0.055
SD-OCT 0.116 (0.066) 0.090 (0.050) 0.374 (0.130) 0.137 (0.053)
SS-OCT 0.371 (<0.001) 0.374 (<0.001) 0.411 (0.001) 0.426 (<0.001)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MD = mean deviation; MS = mean sensitivity; NHM = non-high myopia; HM = high myopia; SD-OCT 
=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S-OCT = swept-sourc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Linear regression and second-order polynomial analysis; †comparison of structure-function relationship between SD-OCT and SS-OCT by 
Hotelling-Williams test.

Table 3. Structure-function relationship between global mean sensitivity of visual field and average RNFL thickness

Linear Second-order polynomial
NHM HM NHM HM

r2 (p-value)* p-value† r2 (p-value)* p-value† r2 (p-value)* p-value† r2 (p-value)* p-value†

SD-OCT
Superotemporal 0.575 (<0.001) 0.644 0.083 (0.061) 0.142 0.591 (<0.001) 0.350 0.296 (0.001) 0.185
Inferotemporal 0.315 (0.001) 0.003 0.127 (0.019) 0.233 0.402 (0.001) <0.001 0.137 (0.053) 0.231
Temporal <0.001 (0.940) 0.042 <0.001 (0.990) 0.001 0.006 (0.927) <0.001 0.004 (0.916) 0.003
Superonasal 0.210 (0.011) 0.817 0.025 (0.308) 0.003 0.213(0.039) 0.992 0.151 (0.038) 0.003
Inferonasal 0.262 (0.004) 0.503 0.027 (0.297) 0.008 0.343 (0.003) 0.279 0.068 (0.242) 0.249
Nasal <0.001 (0.993) 0.040 0.006 (0.616) 0.126 0.114 (0.195) 0.211 0.011 (0.799) 0.740

SS-OCT
Superotemporal 0.603 (<0.001) 0.644 0.236 (0.001) 0.142 0.603 (<0.001) 0.350 0.280 (0.001) 0.185
Inferotemporal 0.507 (<0.001) 0.003 0.268 (<0.001) 0.233 0.556 (<0.001) <0.001 0.326 (<0.001) 0.231
Temporal 0.063 (0.182) 0.042 0.380 (<0.001) 0.001 0.087 (0.291) <0.001 0.424 (<0.001) 0.003
Superonasal 0.235 (0.007) 0.817 0.275 (<0.001) 0.003 0.261 (0.017) 0.992 0.298 (0.001) 0.003
Inferonasal 0.322 (0.001) 0.503 0.252 (0.001) 0.008 0.388 (0.001) 0.279 0.264 (0.002) 0.249
Nasal 0.126 (0.054) 0.040 0.143 (0.012) 0.126 0.142 (0.126) 0.211 0.146 (0.043) 0.740

NHM = non-high myopia; HM = high myopia; SD-OCT =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S-OCT = swept-sourc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Linear regression and second-order polynomial analysis; †comparison of structure-function relationship between SD-OCT and SS-OCT by 
Hotelling-Williams test.

Table 4. Structure-function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visual field sensitivity and corresponding peripapillary retinal nerve fiber
layer thickness 

고도근시군의 근시 정도가 유의하게 컸으며(p<0.001); 안축장 

길이 비고도근시군 23,090.62 mm, 고도근시군 30,572.40 mm

로 고도근시의 안구길이가 유의하게 길었다(p<0.001). 시신

경유두주위 위축은 고도근시군이 42안, 비고도근시안이 10안

으로, 고도근시안에서 유의하게 더 많았다(p<0.001). 시야

검사상 MD는 두 군 사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SD는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p=0.009, p=0.841). 평균 망막신경섬유

층 두께를 SD-OCT로 측정하였을 때 두 군 사이 비슷한 결

과를 보였고, SS-OCT로 측정하였을 때 고도근시안이 유의

하게 얇게 측정되었다(p=0.35, p<0.001, Table 1).

고도근시안에서 SS-OCT로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를 평균, 

사분면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SD-OCT와 비교하여 망막

신경섬유층 두께가 유의하게 얇게 측정되었다(평균, 비측, 

하측, 이측 p<0.001; 상측 p=0.008). 비고도근시안에서는 하

측에서 두 가지 빛간섭단층촬영검사에서 비슷하게 측정되

었고(p=0.053), 그 외 평균, 상측, 비측, 이측은 SD-OCT가 

유의하게 얇게 측정되었다(p<0.001, Table 2).

고도근시군에서 SS-OCT로 측정한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시야검사에서의 평균 시야 감도는 일차 선형회귀, 

이차 다항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선형 r2=0.374, p<0.001; 이차 다항 r2=0.426, p<0.001). 

시야검사의 MD과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는 일차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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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다항회귀분석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선형 

r2=0.362, p<0.001; 이차 다항 r2=0.409, p<0.001, Table 3). 

망막신경섬유층을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응

하는 부분의 시야감도와의 관계를 일차회귀분석, 이차 다

항회귀로 분석하였을 때, 망막신경섬유층과 시야감도는 6개

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모두 p<0.05, 

Table 4).

고도근시군에서 SD-OCT로 측정한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평균 시야 감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선형 r2=0.090, p=0.050; 이차 다항 r2=0.137, p=0.053).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시야검사의 MD을 분석했을 

때 역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선형 r2=0.085, 

p=0.059; 이차 다항 r2=0.126, p=0.067; Table 3). 영역별 망

막신경섬유층 두께와 대응하는 시야 감도를 분석했을 때, 

일차 선형분석에서는 하이측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으나(r2=0.127, p=0.019), 이차 다항함수에서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2=0.137, p=0.053). 이차 다항회귀분석 시 

상이측(r2=0.296, p<0.001)과 상비측(r2=0.151, p=0.038)에

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일차 선형회귀분석 시 유

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상이측 r2=0.083, p=0.061; 

상비측 r2=0.025, p=0.308; Table 4).

비고도근시안에서 SS-OCT로 측정한 평균 망막신경섬유

층 두께와 평균 시야감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선형 r2=0.371, p<0.001; 이차 다항 r2=0.411, p<0.001). 

시야검사의 MD와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또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선형 r2=0.424, p<0.001; 이차 다항 r2=0.487, 

p<0.001; Table 3). 상이측, 하이측, 상비측, 하비측에서 각

각의 망막신경섬유층과 시야검사 민감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모두 p<0.05, Table 4).

비고도근시군에서 SD-OCT로 측정한 평균 망막신경섬유

층 두께와 평균 시야감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선형 r2=0.116, p=0.066; 이차 다항 r2=0.374, 

p=0.130). 그러나 시야검사의 MD와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를 비교했을 때, 일차 선형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r2=0.148, p=0.036), 비선형분

석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2=0.159, p=0.097; 

Table 3). 상이측, 하이측, 상비측, 하비측에서 망막신경섬

유층 두께와 대응하는 시야검사의 민감도는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모두 p<0.05, Table 4).

Hotelling-Williams test를 이용하여 SD-OCT와 SS-OCT

의 구조-기능 관계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고도근시군

에서 SD-OCT와 SS-OCT의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시야검사 MD, 그리고 평균 시야감도 사이 관계는 각각 일

차 선형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시

야검사 MD p=0.047; 평균 시야감도 p=0.040, Table 3). 고

도근시군에서 일차 선형회귀분석 시, 이측, 상비측, 하비측

에서, 이차 다항회귀분석 시, 이측, 상비측에서 두 OCT의 

구조-기능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두 p<0.05, Table 4). 비고도근시군에서 일차 선형분석과 

이차 다항분석을 이용한 두 가지 OCT의 평균 망막신경섬

유층 두께와 시야검사 MD, 그리고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평균 시야감도의 상관관계는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모두 p<0.05, Table 3). 비고도근시군에서 일차 선형

회귀분석 시, 하이측, 이측, 비측에서, 이차 다항회귀분석 

시, 하이측, 이측에서 두 OCT의 구조-기능 관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모두 p<0.05, Table 4).

고 찰

정시안에 비해 근시안의 빛간섭단층촬영으로 측정한 망

막신경섬유층 두께는 차이가 있다. 이전 연구에서 근시안

은 정시안에 비해 평균 시신경유두 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가 얇다고 밝혀졌다.14-16 근시에서는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의 패턴이 달라지는데, 상이측, 하이측의 망막신경섬유

들이 이측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17-19 Fang et al20
은 중

등도(-3.00 이하 -6.00 D 초과) 및 고도근시(-6.00 D 이하)

에서 SD-OCT가 녹내장 진단 특이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

다. 고도근시는 형태학적으로 정시안과 다르기 때문에 고

도근시 녹내장은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Kerrigan-Baumrind et al21
가 적어도 25%에서 35%의 망

막신경절세포의 손실이 시야검사상 손상과 연관되어 있다

고 발표한 이후로 녹내장에서 시야결손 전 망막신경절 세

포 손상이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구조와 기능 검사를 결

합하면 녹내장의 진단력을 높일 수 있다.22 빛간섭단층검사

가 time-domain OCT에서 SD-OCT, 그리고 SS-OCT로 발

전되면서 각각의 OCT에 대한 구조-기능관계를 분석하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Hood and Kardon1
와 Leite et al23

의 연구에서 자동시야검사와 빛간섭단층촬영의 망막신경

섬유층 두께의 구조-기능 선형의 구조 관계를 규명하였다. 

SD-OCT의 시신경유두주변 망막신경섬유층두께나, 시신경

유두테의 폭 등 빛간섭단층촬영의 여러 계측치를 분석하여 

구조-기능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보고되었고,24,25 시야결손 

전 녹내장에 비해 시야결손이 나타난 녹내장에서 우월한 

구조-기능 관계를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26,27 그리고 Raza 

and Hood28
은 녹내장에서 SS-OCT의 망막신경절세포층 두

께와 시야 감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아직 고도근시 녹내장에서 SD-OCT나 SS-OCT의 

구조-기능 관계에 대해 발표한 논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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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representative case with high myopic glaucoma. 46-year-old female with primary open-angle glaucoma and high myopia
(axial length of 30.99 mm) in her right eye. The average retinal nerve fiber layer (RNFL) thickness on swept-sourc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S-OCT, 58 μm) was thinner than that on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
ence tomography (SD-OCT, 61 μm). SS-OCT showed prominent RNFL thinning in the sectors which correspond to the visual field
defect, whereas SD-OCT showed overall RNFL thinning. SS-OCT reflected better topographic structure-function relationship than
SD-OCT.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녹내장 및 정상안에서 SD-OCT와 

SS-OCT를 비교해왔다. Lee et al29
은 정상안에서 SD-OCT

와 SS-OCT의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및 신경절세포 두께 측

정의 정확도는 비슷하다고 보고하였다. Lee et al12
은 시야

손상 전 녹내장과 초기 녹내장에서 SD-OCT와 SS-OCT의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지도의 진단 정확도는 비슷하다고 보

고하였다. Lee et al12
의 연구는 초광각 SS-OCT와 SD-OCT

인 Cirrus HD-OCT로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를 측정하였다

는 점에서 본 연구와 비슷하다. 하지만 본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구면렌즈대응치 +6.0에서 -6.0 D인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고도근시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두 가지 OCT에서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지도를 측정하여 

정성적 분석만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망막신경섬유층 두

께의 평균 및 영역별 값을 통해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Ha et al30
은 녹내장, 녹내장 의증, 건강안에서 SS-OCT가 

SD-OCT보다 망막신경섬유층이 유의하게 두껍게 측정된다

고 보고하였다. Lee et al12
도 시야손상 전 녹내장과 초기 녹

내장에서 SS-OCT의 망막신경섬유층 두께가 SD-OCT보다 

두껍게 측정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비고도근시

군에서는 SD-OCT에 비해 SS-OCT의 평균과 하측을 제외

한 3개의 영역의 망막신경섬유층 두께가 유의하게 두껍게 

측정되었다(p<0.001). 이는 이전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SS-OCT에서 스캔하는 원의 반지름(3.40 mm)이 SD-OCT 

(3.46 mm)에 비해 작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12 본 연

구에서 SD-OCT와 SS-OCT의 스캔하는 원의 반지름은 각

각 3.46 mm, 3.40 mm로 기존의 연구와 동일하다. 망막신

경섬유층은 시신경유두 주변에서 두껍고, 주변부에서 더 

얇기 때문에,31 스캔한 원이 작을수록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가 두껍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OCT의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상반되어 고도근시군에서는 SD-OCT

에 비해 SS-OCT에서 평균 및 상측을 제외한 사분면의 망

막신경섬유층 두께가 유의하게 얇게 측정되었다(p<0.001). 

지금까지 고도근시 녹내장에서 SS-OCT와 SD-OCT의 진단

력을 비교한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정시안 녹

내장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SD-OCT에 비해 

SS-OCT의 망막신경섬유층 두께가 두껍게 측정되었다. 기

존 SD-OCT는 시신경유두에 초점을 맞추어 영상을 추출하

는 반면, 본 연구에서 시행한 초광각 SS-OCT는 시신경유

두와 황반 사이의 영역에 중심을 두어 영상을 추출한다.32 

고도근시는 수직 타원형의 시신경유두, 시신경유두의 기울

어짐, 시신경유두주위 위축 등 시신경유두의 형태학적 왜

곡이 있다. SS-OCT와 SD-OCT의 영상을 스캔 방식의 차이

로 인해 SS-OCT가 고도근시의 왜곡된 시신경 형태를 더 

잘 반영한다고 추정된다. 앞으로 고도근시 녹내장에서 

SS-OCT의 망막신경섬유층 및 신경절세포층 두께 등 진단 

정확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고도근시군에서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

께와 시야검사상 평균감도는 SD-OCT에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았고(p>0.05), SS-OCT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시야검사의 MD과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SS-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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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일차선형, 이차다항회귀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상

관 관계를 보였으나(p<0.001), SD-OCT의 경우 일차선형회

귀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p=0.036), 이차다항회귀분석

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p=0.097).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녹내장에서 시야검사의 MD과 SD-OCT의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했다.33,34 본 연구에서 비고도근시군의 SD-OCT의 경

우 MD과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의 선형 회귀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이전 보고된 연구들과 동일

한 결과이다. 두 가지 OCT에서 모두 이측과 비측을 제외한 

상이측, 하이측, 상비측, 하비측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p<0.05). 한 연구에서 SD-OCT의 비측과 이측의 망막

신경섬유층 두께가 해당하는 시야검사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했다.35 그러므로 비고도근시에서는 SD-OCT

와 SS-OCT는 각각 평균 및 영역별 구조-기능 간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인다.

고도근시군에서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전체 시야

감도와 MD은 SD-OCT 경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고(p≥0.05), 각 영역별 선형회귀분석으로는 하이측에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p=0.019) 이차 다항회귀분석상에서는 

상이측, 상비측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p=0.038). 

SD-OCT는 고도근시 녹내장에서 구조-기능 상관관계가 뚜

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SS-OCT상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

께와 전체 시야검사 및 6개의 모든 영역의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그에 대응하는 시야검사상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Hotelling-Williams test를 이용하여 두 OCT 

간 구조-기능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고도근시군에서 평

균 시야감도, MD과 각각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의 상

관관계를 비교하였을 때, 일차 선형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Table 3). 일차 선형회귀분석 시, 이

측, 상비측, 하비측에서, 이차 다항회귀분석 시, 이측, 상비

측에서 두 OCT의 구조-기능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5, Table 4). 고도근시 녹내장에서 

SD-OCT에 비해 SS-OCT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평균 및 영

역별 구조-기능 관계를 보여주었다.

Fig. 2는 안축장 길이 30.99 mm인 고도근시 녹내장 환자

로 SS-OCT으로 측정한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58 μm)

가 SD-OCT로 측정한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61 μm)보

다 얇게 측정되었다. SD-OCT는 망막신경섬유층 두께가 전

반적으로 얇게 측정된 반면, SS-OCT는 시야손상과 일치하

는 영역에 두드러지게 망막신경섬유층 두께가 얇게 측정되

었다. 고도근시에서 SS-OCT가 SD-OCT에 비해 상대적으

로 구조-기능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상 환

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고도근시안에서 각기 다

른 종류의 빛간섭단층촬영의 구조-기능 관계를 밝힌 첫 연

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Garway-Heath 

et al13
이 제시한 구조-기능 대응 관계 지도를 통해 분석하

였기에 시신경유두주위 위축 등 구조적으로 다른 고도근시

안의 경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각 영역별

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고도근시군에서 SS-OCT의 경우 

구조-기능 관련성이 유의하였고, SD-OCT의 경우 구조-기

능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오차는 낮을 것

으로 사료된다. 추후 고도근시안에 대한 다른 구조-기능 모

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고도근시군에서 SS-OCT가 6개의 영역의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그에 대응하는 시야검사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

나, 두 OCT의 상관관계의 차이는 일차 선형회귀분석 시 이

측, 상비측, 하비측에서, 이차 다항 회귀 분석 시 이측, 상비

측에서만 나타났다. 그러나 두 기기의 평균 망막신경섬유

층 두께와 평균 시야감도, MD는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 차

이를 나타냈고, 이측, 상비측, 하비측에서 유의한 상관관계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고

도근시에서 SD-OCT와 SS-OCT의 구조-기능 관계를 비교

하는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녹내장에서 시야결손이 발현되기 전에 구조적 변화를 감

지하면 조기에 진단할 수 있어 이는 예후에 중요하다. 하지

만 지금까지 고도근시 녹내장은 형태학적으로 달라 진단이 

어려웠다. 본 연구는 고도근시 녹내장에서 SS-OCT인 Topcon 

DRI OCT가 SD-OCT인 Cirrus HD-OCT와 비교하여 전반

적 및 국소적으로 구조-기능 관련성이 더 뚜렷하다는 것을 

밝혔다. 고도근시 녹내장에서 SS-OCT를 진단적 기준으로 

삼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고도근시 녹내장 환자에서 다양한 진단 도구에 대

한 구조-기능 관계를 분석하여, 녹내장을 조기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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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고도근시 녹내장에서 두 가지 빛간섭단층촬영의 구조-기능 관계 

비교

목적: 고도근시 녹내장 환자에서 스펙트럼영역 빛간섭단층촬영(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D-OCT)과 파장가

변 빛간섭단층촬영(swept-sourc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S-OCT)의 구조-기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시야결손 전 개방각녹내장과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 중 안축장길이 28 mm 이상의 고도근시 43안, 안축장길이 21 이상 

24 mm 미만인 30안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야검사의 시야감도와 mean deviation (MD), SD-OCT와 SS-OCT로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를 측정하여, 구조-기능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고도근시안에서 SS-OCT의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평균 시야감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p<0.001), 6개의 구역에서 

유의한 구조-기능 관계를 보였다(p<0.05). 고도근시안에서 SD-OCT의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평균 시야감도 및 2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비고도근시안에서 SS-OCT의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평균 시야감도 및 MD는 유의

한 관계를 보였고(p≤0.001), SD-OCT의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MD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0.036). 비고도근시안에서 

SS-OCT와 SD-OCT의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상응하는 시야감도는 4개 구역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p<0.05).
결론: 고도근시 녹내장 환자에서 SS-OCT는 SD-OCT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구조-기능 관계를 보였다.

<대한안과학회지 2020;61(10):11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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