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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비늘증후군과 급성폐쇄각발작의 생체계측 특성 비교

Biometric Characteristics in Eyes with Pseudoexfoliation Syndrome and 
Eyes with Acute Angle 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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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the biometric characteristics of eyes with pseudoexfoliation syndrome (PEX) according to the anterior 
chamber depth (ACD) by comparing them to patients with acute angle closure (AAC) and a control group.
Methods: A total of 130 eyes of 121 subjects (PEX, 49 eyes; AAC, 28 eyes; and control, 53 eyes) were included in the study. 
Axial length (AL), ACD, and lens thickness (LT) were measured with an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Jena, Germany). 
The total PEX (PXall) group was divided into a PEX with deep ACD group (PXd) and a shallow ACD group (PXs) based on an 
ACD of 2.70 mm. We compared the biometric results among the PXall, PXd, PXs, AAC, and control groups.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 between the PXall and control groups; however, the PXall group had a shal-
lower ACD and thicker lenses. After dividing the PXall group into two groups based on ACD, the PXd group showed no difference 
in L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 = 0.113). The LT of the PXs group was thicker than those of the PXd and control groups 
(p < 0.001 and p < 0.001, respectively). The PXs group had longer ALs than the AAC group (p = 0.025);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LT or in the ratio of LT to AL (p = 0.222 and p = 0.076,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biometric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in eyes with PEX based on ACD. PEX patients with deep ACDs 
showed no difference in biometr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owever, PEX patients with shallow ACDs showed character-
istics of a thick LT, similar to AAC patien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atio of LT to AL among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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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비늘증후군은 비정상적인 세포 외 섬유성 물질인 거

짓비늘 물질이 수정체낭, 홍채, 섬모체, 섬모체소대, 섬유

주, 각막내피 등 전안부 여러 부위에 침착하는 질환으로 거

짓비늘증후군과 연관된 녹내장은 원발개방각녹내장에 비

해 안압 조절이 어려워 안압 평균이 더 높고, 일중 변동이 

크며 녹내장 진행 속도도 빨라 예후가 불량하다고 알려져 

있다.1-4 일반적으로 거짓비늘증후군에서 녹내장은 개방각

녹내장의 양상을 보이며 안압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거짓

비늘 물질이 방수유출 부위에 침착하여 유출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섬모체소대약화

로 자세에 따라 수정체가 전방 쪽으로 이동하면서 급격한 

안압상승을 유발하는 급성폐쇄각발작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5-8 

그러나, 안축장이 짧고 전방깊이가 얕은 환자에서 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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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n = 53)

PXall
(n = 40)

AAC
(n = 28)

p-value
PXall

p-value
PXd (n = 27) PXs (n = 13)

Age (years) 72.15 ± 8.00 74.40 ± 6.10 71.50 ± 6.76 0.190* 74.56 ± 6.70 74.08 ± 4.86 0.820†

Sex 
Male 25 (47.2) 23 (57.5) 10 (35.7) 0.096‡ 16 (59.3) 7 (53.8) 0.746‡

Female 28 (52.8) 17 (42.5) 18 (64.3) 11 (40.7) 6 (46.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PXall = total PEX group; AAC = acute angle closure; PXd = PEX with deep ACD; PXs = PEX with shallow ACD; PEX = 
Pseudoexfoliation syndrome; ACD = anterior chamber depth.
*One-way analysis of variance; †student’s t-test; ‡Pearson chi-square test. 

Table 1. Demographics of the subjects

하는 특징을 가진 급성폐쇄각발작과는 달리 거짓비늘증후

군은 같은 질환군 내에서도 안축장, 전방깊이, 수정체두께 

등의 생체계측 특성이 유사하지 않다. 임상적으로는 거짓

비늘증후군 환자들 중에서도 생체계측치에 따라 다양한 경

과를 보이므로 생체계측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경과 및 예

후 예측에 중요할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 폐쇄각녹내장 발

생 예측의 지표로서 2.70 mm 이하의 전방깊이가 제시된 

바 있어
9,10 본 연구에서는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을 전방깊

이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눈 후 대조군 및 급성폐쇄각발작 환

자군의 생체계측치와 비교 분석하여 거짓비늘증후군 생체

계측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본원에 내원

한 환자 121명 130안(거짓비늘증후군 환자 49안, 급성폐쇄

각발작 환자 28안, 대조군 53안)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

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으

며 본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승인을 받았다(과제 번호: UC20RASI0045). 

거짓비늘증후군은 한 명의 전문의가 시행한 세극등현미

경검사에서 산동 상태에서 수정체 전낭이나 동공연에 전형

적인 거짓비늘물질이 침착된 것이 관찰되는 유수정체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안통, 두통, 구토, 오심, 시력저하 등의 임

상증상과 중등도의 확장된 동공, 각막부종, 결막충혈, 폐쇄

된 앞방각과 급격한 안압상승이 있는 경우를 급성폐쇄각발

작으로 정의하였고, 급성폐쇄각발작 발생 시 레이저홍채절

개술 시행 전 생체계측을 시행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

다.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과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 급성

폐쇄각발작 환자군은 동공연에 거짓비늘 물질의 침착이 없

고, 레이저홍채절개술 후 산동검사에서도 거짓비늘물질 침

착이 관찰되지 않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

은 본원에서 백내장수술 전 산동검사를 받은 환자들 중에

서 다음의 제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만을 포함시

켰다. 백내장 외에 녹내장, 각막 혹은 망막 이상, 기타 안과

적 진단을 받았거나 안과적 수술력이 있는 경우, 안축장 

22.0 mm 이하 혹은 25.0 mm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 및 대조군에서 양안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단안(우안)을 대상에 포함하였다. 모든 

군에서 60세 이상인 대상자만 포함시켰다.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Jena, Germany)을 

이용하여 안구 생체 계측을 시행하였다. 숙련된 검사자에 

의해 대상자의 턱과 이마를 받침대에 고정한 상태에서 매

뉴얼에 따라 측정하였다. 전방깊이 2.70 mm를 기준으로 거

짓비늘증후군 환자군(PXall군)을 깊은 전방을 가진 군(PXd

군)과 얕은 전방을 가진 군(PXs군)으로 나눈 후 급성폐쇄각

발작 환자군 및 대조군과 안축장, 전방깊이, 수정체두께를 

각각 비교하였다. 안축장이 수정체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안축장에 대한 수정체두께의 비인 상대적 

수정체두께(relative lens thickness [rLT] = LT/axial length)

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통계학적인 분석은 SPSS 22.0 

software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를, 등분산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Levene’s homogeneity of variance test

를 수행하였다. 두 군 간 통계적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범주형 변수의 경우 Pearson chi-square test를, 연속형 변수

의 경우 정규성 검정 결과에 따라 student’s t-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다. 세 군 간의 비교는 정

규성 검정 결과에 따라 one-way analysis of variance 또는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전방깊이 2.70 mm를 기준으로 PXall군 40명(49안)을 PXd군 

27명(35안) 및 PXs군 13명(14안)으로 나눈 후 급성폐쇄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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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ntrol
(n = 53)

PXall
(n = 49)

p-value
(PXall 

vs. 
Control)

PXall p-value
(PXd vs. 

PXs)

p-value
(Control 
vs. PXd 
vs. PXs)

Comparison 
between 
groups

AAC
(n = 28)

p-value
(PXd vs. 
AAC)

p-value
(PXs vs. 
AAC)

PXd
(n = 35)

PXs
(n = 14)

AL (mm)
23.44 ± 

0.54
23.38 ± 

0.68
0.659* 23.43 ± 

0.61
23.26 ± 

0.84
0.426* 0.609† Control = 

PXd = PXs
22.70 ± 

0.67
<0.001* 0.025*

ACD (mm)
3.14 ± 
0.28

2.95 ± 
0.41

0.032‡ 3.15 ± 
0.26

2.45 ± 
0.27

<0.001‡ <0.001§ Control = 
PXd > PXs

2.11 ± 
0.22

<0.001‡ <0.001‡

LT (mm)
4.51 ± 
0.38

4.81 ± 
0.38

<0.001* 4.67 ± 
0.37

5.14 ± 
0.16

<0.001* <0.001† Control = 
PXd < PXs

5.24 ± 
0.27

<0.001* 0.222*

rLT
0.19 ± 
0.02

0.21 ± 
0.02

<0.001‡ 0.20 ± 
0.02

0.22 ± 
0.01

0.001‡ <0.001§ Control = 
PXd < PXs

0.23 ± 
0.01

<0.001‡ 0.076‡

K1
43.70 ± 

1.45
43.98 ± 

1.45
0.338* 43.94 ± 

1.46
44.08 ± 

1.49
0.769* 0.606† Control = 

PXd = PXs
43.65 ± 

1.39
0.424* 0.362*

K2
44.79 ± 

1.31
45.01 ± 

1.43
0.427* 45.02 ± 

1.37
44.98 ± 

1.61
0.946* 0.729† Control = 

PXd = PXs
44.71 ± 

1.60
0.411* 0.59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Xall = total PEX group; PXd = PEX with deep ACD; PXs = PEX with shallow ACD; AAC = acute angle closure; AL = axial length; ACD 
= anterior chamber depth; LT = Lens thickness; rLT = relative lens thickness; K1 = flat meridian; K2 = steep meridian; PEX = 
Pseudoexfoliation syndrome.
*Student’s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Table 2. Optical biometric parameters of the eyes

작 환자군 28명(28안), 대조군 53명(53안)과 비교 분석하였

다. 평균 나이는 PXall군 74.40 ± 6.10세, 급성폐쇄각발작 환

자군 71.50 ± 6.76세, 대조군 72.15 ± 8.00세이고, 세 군 간 

평균 나이와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또한, 

PXd군의 평균 나이는 74.56 ± 6.70세, PXs군은 74.08 ± 4.86

세로 두 군 간 나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PXall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안축장은 PXall군 

23.38 ± 0.68 mm, 대조군 23.44 ± 0.54 mm로 두 군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659, Table 2). 그러나 전방은 

PXall군 2.95 ± 0.41 mm, 대조군 3.14 ± 0.28 mm로 PXall

군이 유의하게 얕았으며(p=0.032), 수정체두께는 PXall군 

4.81 ± 0.38 mm, 대조군 4.51 ± 0.38 mm로 PXall군이 두꺼

웠다(p<0.001). 안축장에 대한 수정체의 두께의 비인 rLT도 

PXall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컸다(p<0.001, Table 2). 그

러나, PXall군을 전방깊이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서 대조

군과 비교했을 때, PXd군은 수정체두께가 4.67 ± 0.37 mm

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113), PXs군은 

수정체두께가 5.14 ± 0.16 mm로 대조군 및 PXd군보다 유

의하게 두꺼웠다(p<0.001). 그리고, PXs군은 rLT도 0.22 ± 

0.01로 대조군 및 PXd군보다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다

(p<0.001, Table 2).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의 안축장 및 전방깊이는 각각 

22.70 ± 0.67 mm, 2.11 ± 0.22 mm로, PXd군과 PXs군에 비

해서 유의하게 안축장은 짧고, 얕은 전방깊이를 보였다(모

두 p<0.05).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의 수정체두께는 5.24 ± 

0.27 mm로 PXd군(4.67 ± 0.37 mm)에 비해 유의하게 두꺼

웠으나(p<0.001), PXs군(5.14 ± 0.16 mm)과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222). rLT에서도 마찬가지로 급성폐

쇄각발작 환자군이 0.23 ± 0.01로 PXd군(0.20 ± 0.02)에 비

해 큰 값을 보였으나(p<0.001), PXs군(0.22 ± 0.01)과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76, Table 2).

고 찰

일반적으로 거짓비늘증후군에서 전방각은 개방각인 경

우가 대부분이나, 여러 연구에서 거짓비늘증후군의 23-32%

까지도 좁은 전방각이나 폐쇄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

어 있다.1,5,10 Ritch5
의 연구에서 전방각폐쇄가 있거나 폐쇄

의 위험이 있는 환자군의 28.3%에서 거짓비늘증후군이 있

음을 확인한 바 있다. 여러 연구에서 거짓비늘증후군 환자

군의 전방깊이가 얕거나 수정체두께가 두껍게 측정되었으

나,11-13 일부에서는 전방깊이와 수정체두께의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4-20 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연구마다 대

상자들의 평균 나이와 평균 안축장 등이 서로 상이하여 상

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제 임

상에서도 거짓비늘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에서 일관되게 전

방깊이가 얕거나 수정체두께가 두껍게 측정된다고 보이지 

않아서, 이들의 연구 결과를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거짓비

늘증후군 환자군(PXall군)을 두 군으로 나누어 전방깊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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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Group Sex/age (years) AL (mm) ACD (mm) LT (mm) rLT
1 Control M/75 24.19 3.28 4.40 0.18
2 PXd M/70 24.02 3.34 4.36 0.18
3 PXs M/77 24.13 2.52 5.32 0.22
4 AAC F/78 21.78 2.36 5.32 0.24

AL = axial length; ACD = anterior chamber depth; LT = lens thickness; rLT = relative lens thickness; M = male; PXd = PEX with deep 
ACD; PXs = PEX with shallow ACD; AAC = acute angle closure; F = female; PEX = Pseudoexfoliation syndrome.

Table 3. Biometric parameters of the representative cases

따른 생체계측치들을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 및 대조군과 

비교 분석하였고,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 중 전방깊이가 

얕은 군(PXs군)이 전방깊이가 깊은 군(PXd군)에 비해서 안

축장의 길이는 비슷하나 수정체가 두꺼운 특징을 보이고, 

이는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에서 보이는 수정체의 특성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체계측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와 성별에 있어서 

대조군,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에

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PXs군과 PXd군

의 비교에서도 나이, 성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대조군과 전체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의 비교에서는 이전

의 일부의 연구에서처럼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에서 대조

군에 비해서 전방은 얕고, 수정체는 두꺼운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전방깊이에 따라서 PXd군과 PXs군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전체군(PXall군)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PXd군

은 대조군과 비교시 생체계측의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지만, PXs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서 수정체가 두꺼운 특

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Xs군과 PXd군 두 군 간

의 비교에서도 안축장의 길이가 유의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PXs군에서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웠다(5.14 ± 0.16 mm 

vs. 4.67 ± 0.37 mm, p<0.001, Table 2). 또한, PXs군은 수

정체가 두꺼운 특징을 보이는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 비교

에서도 PXd군에서와 달리 수정체의 두께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5.14 ± 0.16 mm vs. 5.24 ± 0.27 mm, 

p=0.222 Table 2). PXs군은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에 비해

서 안축장은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수정체두께에 있어서는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과 유사하게 두꺼운 특성을 보였다.

거짓비늘증후군 환자에서 많은 경우 개방각녹내장 양상

을 보이지만, 일부의 환자에서는 급성폐쇄각발작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5,10,14-17,19 일반적으로 거짓비늘증후군 환자

군에서 섬모체소대가 약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거짓

비늘증후군 환자군을 초음파생체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을 때 거짓비늘 물질이 수정체낭과 섬모체소대에 두껍

게 달라붙어 섬모체소대약화를 유발하거나,21,22 떨어진 섬

모체소대의 일부가 수정체낭에 붙어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23 이를 바탕으로 섬모체소대가 약화되면서 수정체낭

에 대한 장력이 줄어들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전방쪽으

로 이동하여 전방깊이가 얕아지는 기전이 제시되기도 하였

다.21,24,25 본 연구에서 거짓비늘증후군 환자 중 전방이 얕은 

군에서 급성폐쇄각발작 환자에 비해서 안축장이 짧지 않음

에도 상대적으로 전방이 얕고, 수정체가 두꺼운 특징을 보

이는 것은 거짓비늘 물질로 인한 섬모체소대의 약화가 기

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Table 3).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 기관에서 경과 관찰하였다는 것이다. 단안 거짓비늘

증후군 환자에서 거짓비늘증후군이 있는 눈과 거짓비늘증

후군이 없는 눈을 비교하여 양안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대상자 수가 적고 단안 거짓비늘

증후군 환자군 중에서 양안 유수정체안인 경우는 더욱 적

어서 추후 많은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에

서 생체계측치에 따른 고안압이나 폐쇄각녹내장으로의 이

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추후 많은 

수의 거짓비늘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하

여 급성폐쇄각발작 발생 여부 및 생체계측 특성에 따른 경

과와 예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

째,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에서 급성폐쇄각발작 발생 시 

레이저홍채절개술 전 생체계측치를 이용하여 거짓비늘증

후군 및 대조군의 생체계측치와 비교하였는데, 급성폐쇄각

발작 시에는 평상시보다 전방이 더 얕아진 상태이므로 급

성폐쇄각발작이 해소된 후에 생체계측을 시행하는 것이 보

다 정확한 계측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는 후향적 분석 연구로 측정 시점으로 인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은 전방깊이에 따

라 생체계측치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전방깊이가 얕은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에서는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에서

와 유사하게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웠으며, 안축장에 대한 

수정체두께의 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전방

깊이가 얕은 거짓비늘증후군 환자에서는 생체계측치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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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폐쇄각발작 환자와 유사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염두

에 두고, 안압을 포함한 임상 경과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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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거짓비늘증후군과 급성폐쇄각발작의 생체계측 특성 비교

목적: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에서 전방깊이에 따른 생체계측치를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 및 대조군과 비교하여 생체계측 특성을 알

아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총 121명 130안(거짓비늘증후군 49안, 급성폐쇄각발작 28안, 대조군 53안)을 대상으로 IOL Master® 700으로 생체계측을 

하였다.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PXall군)을 전방깊이 2.70 mm를 기준으로 전방깊이가 깊은 군(PXd군)과 전방깊이가 얕은 군(PXs군)

으로 나눈 후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 및 대조군과 안축장, 전방깊이, 수정체두께를 비교하였다.

결과: PXall군과 대조군의 비교에서는 안축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PXall군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전방은 얕고 수정체두

께는 두꺼웠다. 그러나 전방깊이에 따라 PXall군을 두 군으로 나누어서 대조군과 비교해보면, PXd군은 수정체두께에서 대조군과 차이

를 보이지 않았지만(p=0.113) PXs군은 PXd군과 대조군에 비해 수정체가 두꺼웠다(p<0.001, p<0.001). PXs군은 급성폐쇄각발작 환자

군에 비해서 안축장은 상대적으로 길었지만(p=0.025), 수정체두께 및 안축장에 대한 수정체두께의 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222,

p=0.076).

결론: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에서 전방깊이에 따라 생체계측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전방깊이가 깊은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은 대

조군과 생체계측의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전방깊이가 얕은 거짓비늘증후군 환자군은 급성폐쇄각발작 환자군과 유사하게 

수정체가 두꺼웠으며, 안축장에 대한 수정체두께의 비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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