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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서 리바운드안압계의 임상적 유용성

Usefulness of the Icare ic200 Rebound Tonometer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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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the efficacy of the Icare ic200 in clinical practice by comparing the intraocular pressure (IOP) measured 
with the Icare ic200 rebound tonometer to the IOP measured with the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GAT).
Methods: A total of 294 eyes of 294 Korean patients were included. IOP was measured with the Icare ic200 and then measured 
again with a GAT in all patients. We evaluated the degree of IOP agreement between the two tonometers and analyzed the diag-
nostic ability of the Icare ic200 for a reading ≥ 22 mmHg with the GAT. We also analyzed whether clinical factors including bio-
metry affected the difference in IOP measured by the two tonometers.
Results: The IOP values measured with the Icare ic200 and GAT were strongly correlated (r = 0.875, p < 0.001). The IOP meas-
ured with the Icare ic200 was lower than the IOP measured with GAT. The mean difference was 3.07 ± 2.67 mmHg, and 95.24% 
of patients were distributed within the 95% limits of agreement (-2.16 to 8.30 mmHg) on Bland-Altman plots. The diagnostic abil-
ity of the Icare ic200 for IOP ≥ 22 mmHg was 0.959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itic). In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older age (β = 0.034, p = 0.020) and greater corneal curvature (β = 0.213, p = 0.030) were correlated with larger IOP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onometers.
Conclusions: Although the Icare ic200 was more consistent than the GAT with reasonable diagnostic ability for ≥ 22 mmHg, the 
IOP measured 3 mmHg lower than the GAT. Therefore, the Icare ic200 might be more useful as a screening test to increase IOP 
rather than replacing GAT in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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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진행성 시신경병증이며, 전 세계적으로 실명의 

주요한 원인 질환 중 하나이다.1 녹내장의 치료 표적은 아

직까지는 안압이 유일하며, 녹내장 환자에서 시행되는 다

양한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의 목적은 안압을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 전과 후의 정확한 안압 측정은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2 

골드만압평안압계는 안압을 측정하는 표준 검사계로 인

정받고 있으며, 안압을 낮추는 것이 녹내장의 진행을 늦추

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대규모 연구들에서도 골드만

압평안압계를 사용하였다.3-6 골드만압평안압계는 임상에서

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세극등현미경검사계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똑바

로 앉은 상태에서만 검사가 가능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

나 고령이나 어린이에서는 측정이 어렵다. 또한, 안압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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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중프리즘이 각막의 넓은 면적에(7.35 mm2)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점안마취가 필요하고, 전염성 질환의 전파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7

최근에 소개된 리바운드안압계는 골드만압평안압계에 

비해 안압검사시 각막에 접촉되는 탐침의 면적이 매우 좁

고 접촉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점안마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8-11 또한, 초기 모델은 안압계의 장축을 

지면에 대해 수직 또는 수평으로 위치시켜야만 안압 측정

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보완한 새로

운 모델이 출시되어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보다 편리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Icare ic200® (Icare Finland Oy, 

Helsinki, Finland)은 200°의 범위 내에서는 환자가 비스듬

하게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도 안압 측정이 가능하다.12,13 최

근 Badakere et al14
은 156명, 156안을 대상으로 Icare ic200

과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이 높은 일치도를 보였

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한국인에서 Icare ic200과 골드만

압평안압계를 비교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

는 다양한 생체계측을 가진 한국인을 대상으로 Icare ic200

과 골드만압평안압계의 일치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Icare ic200의 고안압에 대한 진단능을 분석함으로써 임상

적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20년 2월 4일부터 2020년 2월 25일까지 녹내장 클리

닉을 방문한 만 19세 이상의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으며 임상시험심사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고(승인 

번호: 2020-07-110), 후향적으로 진행되어 환자 동의서는 

면제되었다.

본원에서는 안과를 방문한 모든 성인 환자에서 진료에 

앞서 시력검사와 비접촉식안압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녹

내장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들에서는 비접촉식안압계 대신 

Icare ic200을 사용하였다. 모든 Icare ic200 검사는 한 명의 

숙련된 검사자가 시행하였으며, 환자는 점안마취 없이 앉

은 자세로 정면을 주시하도록 한 후 안압을 측정하였다. 한 

번 검사시 연속적으로 측정된 안압들의 표준편차 범위가 

95% 이내로 표시되는 경우의 평균 안압값을 기록하였으며, 

두 번 검사하여 평균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Icare ic200 

검사와 골드만압평안압검사는 각각 한 명씩의 숙련된 검사

자가 시행하였으며, 두 안압검사 사이의 경과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이었다. 환자에게 Alcaine® (Proparacaine HCL 

0.5%; Alcon, Inc., Fort Worth, TX, USA)과 Fluorescite® 

(Fluorescein 10%; Alcon, Inc., Fort Worth, TX, USA)를 점

안한 후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안압을 측정하였고, 두 번 측

정한 안압의 차이가 2 mmHg 이내인 경우 평균값을 기록

하였고, 2 mmHg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시 안압을 측정

하여 기록하였다.

각막부종이나 혼탁, 이상증, 변성증이 있는 환자와 최근 

3개월 이내에 안과적 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안압검사에 대한 협조도가 낮은 환

자도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양안 중 기준을 만족하는 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양안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Microsoft Excel® (Microsoft Co.,Ltd., Redmond, WA, USA)

을 이용한 무작위표본추출 방법으로 선택된 눈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자의무기록에서 대상 환자의 중심각막두께(Pocket 

II®; Quantel Medical, Cournon-d’Auvergne, France), 안축

장과 각막곡률(IOL Master 500®; Carl Zeiss Meditec AG, 

Jena, Germany)을 포함한 임상인자들을 후향적으로 조사하

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19.0 (IBM Corp., Armonk, 

NewYork, USA)를 이용하였다. Bland-Altman plots을 이용

하여 두 가지 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의 일치도를 평가하였

으며,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이 22 mmHg 이상

인 경우에 대한 Icare ic200의 진단능을 area under the re-

ceiver operating characterisitic (AUROC) curves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환자의 생체계측

치를 포함한 임상인자들이 두 가지 안압계로 측정한 안압

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유의수준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전체 294명, 294안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64.54 ± 12.72세였고, 남자가 168명, 여자가 126명이었다. 

정상인과 녹내장 환자가 각각 86명과 208명이었다. 골드만

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과 Icare ic200로 측정한 안압의 

평균값은 각각 16.73 ± 5.05 mmHg (범위 5-46 mmHg)와 

13.67 ± 5.49 mmHg (4-46.4 mmHg)였다. 중심각막두께는 

538.88 ± 39.69 μm였으며 안축장은 24.17 ± 1.87 mm였다

(Table 1).

Fig. 1는 Bland-Altman plots으로 두 안압계로 측정한 안

압의 평균과 안압의 차이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두 안압계의 평균 안압이 높을수록 안압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r=-0.169, p=0.004). 294명 중 

280명(95.24%)이 95% 일치한계(limits of agreement, -2.16 

to 8.30 mmHg) 안에 분포하여 좋은 일치도를 보였다. Icare 

ic200의 안압이 골드만압평안압계의 안압에 비해 평균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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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land-Altman plots showing the agreement between 
intraocular pressure (IOP) measured by Icare ic200 and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 was -0.169 (p = 0.004). Ta = IOP measured by the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Tr = IOP measured by the 
Icare ic200 tonometer.

Figure 2. Correlation between intraocular pressure (IOP) val-
ues measured by the Icare ic200 and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s (GA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 was 0.875 
(p <  0.001). W hen the IOP m easured by G A T w as below 
22 mmHg, r was 0.671 (Y = 0.724X + 1.138, p < 0.01). When
the IOP was 22 mmHg or higher, r was 0.931 (Y = 1.104X - 
5.310, p <  0.01).

Characteristic Value (n = 294)
Age (years) 64.54 ± 12.72 (27-86)            
Sex (male/female)    168/126 (57.14/42.86)
Underlying disease 

Hypertension   98 (33.33)
Diabetes mellitus   64 (21.77)

Ta (mmHg) 16.73 ± 5.05 (5 to 46)         
Tr (mmHg) 13.67 ± 5.49 (4 to 46.4)      
Central corneal thickness (μm) 538.88 ± 39.69 (414 to 677)         
Axial length (mm) 24.17 ± 1.87 (20.38 to 36.03)
Spherical equivalent (D) -0.81 ± 2.48 (-9.75 to 7.75)
Keratometry (D) 44.08 ± 1.81 (34.33 to 49.35)
Diagnosis 

Normal   86 (29.25)
Ocular hypertension 16 (5.44)
Primary open-angle glaucoma 141 (47.96)
Primary angle-closure glaucoma 23 (7.82)
Secondary open-angle glaucoma 15 (5.10)
Secondary angle-closure glaucoma 13 (4.42)

Patients using antiglaucoma agent 169 (57.48)
Lens status (phakic eyes/pseudophakic eyes)    161/133 (54.76/45.2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Ta = intraocular pressure (IOP) measured by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Tr = IOP measured by Icare ic200® rebound tonometer; D = 
diopters. 

Table 1. Demographics of the patients

± 2.67 mmHg 낮게 측정되었다.

두 안압계로 측정한 안압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r=0.875, p<0.001). 골드만압평안압계의 안압이 

22 mmHg 미만인 군(n=261)과 22 mmHg 이상인 군(n=33)

으로 나누었을 때 두 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의 상관계수는 

각각 r=0.671 (p<0.01)과 r=0.931 (p<0.01)이었으며, 22 mmHg 



668

-대한안과학회지  2021년  제 62 권  제 5 호-

A B

Figure 3. Bland-Altman plots in two subgroups. (A) In 261 patients with intraocular pressure (IOP) of < 22 mmHg measured by the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GAT), mean difference between Ta and Tr was 3.13 mmHg. (B) In 33 patients with GAT IOP of 
≥ 22 mmHg, mean difference between Ta and Tr was 2.54 mmHg.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a-Tr between two sub-
groups (p = 0.232). Ta = IOP measured by the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Tr = IOP measured by the Icare ic200 
tonometer.

A B

Figure 4. (A)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s. ROC curves illustrating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a diag-
nosis of raised intraocular pressure (IOP) of ≥ 22 mmHg measured by the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GAT). Area under the 
ROC of the Icare ic200 was 0.959 (95% confidence interval, 0.93-0.99). (B) Scatter plot of the IOPs measured by Icare ic200 and 
GAT (r = 0.875, p <  0.001). At 15.65 mmHg on the Icare ic200,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90.9% and 83.9%, respectively. 
At 17.80 mmHg,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84.8% and 94.6%, and at 18.05 mmHg,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81.8% and 
95.0%, respectively.

이상인 군에서 두 안압계의 상관계수가 유의하게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Fisher’s Z transformation, Z=4.43, p<0.001, 

Fig. 2). 

두 안압계의 안압 차의 평균값은 골드만압평안압계의 안

압이 22 mmHg 미만인 군과 22 mmHg 이상인 군에서 각각 

3.13 mmHg (95% limits of agreement, -2.06 to 8.32 mmHg)

와 2.54 mmHg (-3.06 to 8.14 mmHg)였으며,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232,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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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한 22 mmHg 이상의 고안압에 

대한 Icare ic200의 진단능(AUROC)은 0.959 (95% 신뢰구

간, 0.93-0.99)였다(Fig. 4A). 민감도(90.9%)와 특이도(83.9%)

가 가장 높은 절사점(cut off value)은 15.65 mmHg였다. 민감

도가 84.8%이고 특이도가 94.6%일 때는 17.80 mmHg였으

며, 민감도가 81.8%이고 특이도가 95.0%일 때는 18.05 mmHg

였다. Icare ic200의 안압 17.80 mmHg와 18.05 mmHg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각 5명(15%)과 6명(18%)에서 골드

만압평안압계의 안압이 22 mmHg보다 높은 경우를 놓쳤다

(Fig. 4B).

단변량선형회귀분석에서 Icare ic200과 골드만압평안압

계로 측정한 안압의 차이는 나이(β=0.049, p<0.001), 안축장

(β=-0.185, p=0.034), 각막곡률(β=0.292, p<0.001)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 5). 이

들 세 가지 임상인자와 골드만압평안압계의 안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심각막두께를 포함시킨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에서는 나이가 많은 것(β=0.034, p=0.020)과 

각막곡률이 높은 것(β=0.213, p=0.030)만이 두 안압계의 안

압 차이가 커지는 것과 유의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고 찰

본 연구의 결과 Icare ic200과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

한 안압은 일치도가 높았으나
 Icare ic200의 안압이 골드만

압평안압계에 비해 평균 3 mmHg 정도 낮게 측정되었다. 

골드만압평안압계의 22 mmHg 이상의 고안압에 대한 Icare 

ic200의 진단능은 높았으며(AUROC, 0.959), 절사점을 

18 mmHg로 하였을 때 골드만압평안압계의 22 mmHg 이

상인 환자를 놓치는 경우는 18%였다.

임상에서 안압을 측정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

서 중요성을 가진다. 먼저, 시신경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서

도 고안압은 향후 녹내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

험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안압이 정상보다 높은 경우 정

기적인 안과 검진이 요구된다. 또한, 녹내장성 시신경병증

이 있는 환자에서는 치료 전 안압을 아는 것이 예후를 예측

하는 데 도움이 되며, 치료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압검사는 필수적이다.11 전자에서는 사용이 편리하고 고

안압을 잘 진단해낼 수 있는 안압계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후자에서는 안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안압

계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골드만압평안압계는 현재

까지 가장 정확히 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검사로 인정

받고 있으며, 임상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똑바로 앉

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자에서 검사가 어렵고, 각막

에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검사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사

용이 편리하면서도 안압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안압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2000년에 소개된 리바운드안압계는 일회용 탐침의 각막

에 대한 반동력을 안압으로 환산한 결과와 검사의 신뢰도 

수준을 같이 보여주는데, 검사 시간이 짧고 휴대가 가능하

며 점안마취 없이도 검사가 가능하여 임상에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9,15-23 Kageyama et al9
은 생후 6개월에서 

15세의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선별검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접촉식안압계인 NT-2000® (Nidek, Gamagori, Japan)

와 Icare PRO를 비교하였는데, 안압 측정이 가능했던 환자

의 비율이 NT-2000 (72.2%)을 사용한 경우보다 IcarePRO 

(88.9%)를 사용한 경우에서 높아 협조도가 떨어지는 환자

의 안압 선별검사도구로 리바운드안압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전 모델인 Icare TA01i® (Tiolat 

Oy, Helsinki, Finland)와 IcarePRO® (Icare Finland Oy, 

Helsinki, Finland)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Icare ic200

은 200° 이상의 넓은 측정 범위를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서 안압을 측정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다.12,14

리바운드안압계와 골드만압평안압계를 비교한 이전 연

구 결과들을 보면 Munkwitz et al17
은 Icare TA01i의 안압

이 골드만압평안압계보다 평균 0.79 mmHg (95% 일치한

계, -8.67 to 10.25 mmHg) 높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안

압이 23 mmHg 이상(23-60 mmHg)인 군과 22 mmHg 이하

(16-22 mmHg)인 군으로 나누었을 때 전자에서는 Icare 

TA01i가 0.04 mmHg (95% 일치한계, -7.34 to 7.42 mmHg) 

높았는데 후자에서는 0.28 mmHg 낮았고, 95% 일치한계도 

-12.56 to 11.98 mmHg로 각각의 환자에서 두 안압계의 안

압 차이가 넓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골

드만압평안압계의 22 mmHg를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었을 

때 22 mmHg 이상에서의 두 안압계의 상관계수가 22 mmHg 

미만에서의 상관계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Lee et al18
은 한국인을 대

상으로 Icare TA01i와 골드만압평안압계를 비교하였는데, 

두 안압계의 안압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0.728, p<0.001) Icare TA01i의 안압이 평균 2.23 mmHg 

(95% 일치한계, -3.96 to 8.42) 낮게 측정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Kim et al19
은 한국인에서 

Icare PRO를 골드만압평안압계와 비교하였는데 Icare PRO

의 안압이 평균 1.92 mmHg 높게 측정되었으며, 95% 일치

한계는 -4.52 to 8.37 mmHg였다. 이 연구에서는 안압이 

30 mmHg 미만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두 안압계

의 안압 사이 상관계수(r)는 0.700 (p<0.001)으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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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fferences of intraocular pressure (IOP) between Icare ic200 and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s (GAT, Ta-Tr) plot-
ted against central corneal thickness, age, axial length, and keratometry. Older age, shorter axial length, and higher keratometry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differences of IOP measured by the two tonometers. Ta = IOP measured by the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Tr = IOP measured by the Icare ic200 tonometer; D = diopters. 

Univariate regression analysis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Age (years) 0.049 (0.025, 0.073) <0.001 0.034 (0.005, 0.063) 0.020
Sex (male) -0.394 (-1.009, 0.221) 0.259
Hypertension -0.264 (-0.913, 0.385) 0.426
Diabetes mellitus -0.798 (-1.731, 0.135) 0.340
GAT IOP (mmHg) 0.049 (-0.012, 0.110) 0.109
Central corneal thickness (μm) 0.000 (-0.008, 0.008) 0.973 -0.002 (-0.080, 0.076) 0.609
Axial length (mm) -0.185 (-0.356, -0.014) 0.034 -0.024 (-0.217, 0.168) 0.806
Spherical equivalent (D) 0.035 (-0.088, 0.158) 0.577
Keratometry (D) 0.292 (0.116, 0.466) 0.001 0.213 (0.021, 0.405) 0.030
Diagnosis of glaucoma -0.152 (-0.769, 0.465) 0.508
Using antiglaucoma agent 0.065 (-0.959, 1.089) 0.938
Pseudophakic eyes -0.249 (-0.862, 0.364) 0.428

β = regression coefficient; CI = confidence interval; GAT IOP = intraocular pressure measured by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Table 2. Clinical factors associated with intraocular pressure differences between Icare ic200 and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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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압이 22 mmHg 미만인 환자에서의 상관계수 0.671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최근 Badakere et al14
은 156안을 대

상으로 본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Icare ic200을 골드만압평안

압계와 비교하였는데 Icare ic200의 안압이 평균 1.27 mmHg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이들의 연

구에서는 골드만압평안압계의 안압이 1 mmHg 높아질 때

마다 Icare ic200의 안압은 1.04 mmHg 높아진다고 하였다

(p<0.001). 본 연구의 대상들에서 평균 연령이 더 높고(55.3 

vs. 64.5세), 골드만압평안압계의 평균 안압이 더 낮은 점

(19.5 vs. 16.7 mmHg) 등이 연구 결과의 차이에 일부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중심각막

두께가 더 두껍고(517.6 vs. 538.9 μm), 안축장이 더 긴 것

(23.3 vs. 24.2 mm)과 함께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연구 결과의 차이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인을 대상으로 했던 Lee et al18
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모델

인 Icare TA01i와 골드만압평안압계를 비교했던 외국의 여

러 연구 결과들과
24-26 상반되게 Icare TA01i의 안압이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하지는 못

하였다. 리바운드안압계의 여러 모델이 서로 다른 인종에

서 유의한 측정치의 차이를 보이는지는 향후 인종 간 비교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중심각막두께가 리바운드안압계와 

골드만압평안압계의 안압 차이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

고
11,18,20,21 반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

다.14,17,19,22,23 
본 연구에서는 중심각막두께가 두 안압계의 

안압 차이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나이가 많은 것이 두 안압계의 안압 차이가 커지는 요인으

로 나타났는데, Tonnu et al27
은 나이가 듦에 따른 각막의 

경직도가 안압 측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

으며, 골드만압평안압계와 같이 각막의 넓은 면적에 접촉

하여 안압을 측정하는 안압계에 비해 접촉 면적이 좁은 

안압계는 각막 경직도에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본 연구에서는 각막곡률이 클수록 두 안압계의 안압 차

이가 유의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각막곡률 

±2 standard deviation에 해당하는 40.46-47.70 diopters (D)

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었다(β=0.268, p=0.026). 골드만압평안압계의 안압

은 각막곡률이 3 D 증가할 때마다 안압이 1 mmHg씩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따라서, 리바운드안압계가 

각막곡률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가정하면 각막곡률이 높은 

경우에는 두 안압계의 차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가 후향적으로 진행된 점을 

들 수 있다. 대상 환자들은 본원 안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

는 환자들이며, 생체계측치는 이전에 검사된 결과들을 전

자의무기록에서 조사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검사 방법과 

순서에 따라 두 가지 안압계를 이용하여 안압을 측정하였

으며, 두 가지 안압계의 검사를 각각 한 명씩의 독립된 검

사자가 진행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넓은 범위의 안압과 생체계측치를 가진 한국인

을 대상으로 최근 소개된 Icare ic200과 골드만압평안압계

의 안압을 비교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Icare 

ic200의 안압은 골드만압평안압계의 안압과 좋은 일치도와 

22 mmHg 이상의 고안압에 대한 높은 진단능을 보였으나 

안압이 평균 3 mmHg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Icare ic200

은 임상에서 골드만압평안압계를 대체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고안압에 대한 선별검사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며, 협조도가 낮은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골드만압평

안압계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Daniel A, Joan M, Dimitri A, Lucy HY. Albert & Jakobiec's 
Principles and practice of ophthalmology, 3rd ed. Vol. 2. 
Philadelphia: Saunders Elsevier, 2008; chap. 196. 

  2) Drance SM, Schulzer M, Thomas B, Douglas GR. Multivariate anal-
ysis in glaucoma. Use of discriminant analysis in predicting glau-
comatous visual field damage. Arch Ophthalmol 1981;99:1019-22.

  3) Goldmann H, Schmidt T. Applanation tonometry. Ophthalmologica 
1957;134:221-42.

  4) Kass MA, Heuer DK, Higginbotham EJ, et al. The ocular hyper-
tension treatment study: a randomized trial determines that topical 
ocular hypotensive medication delays or prevents the onset of pri-
mary open-angle glaucoma. Arch Ophthalmol 2002;120:701-13.

  5) Anderson DR; Normal Tension Glaucoma Study. Collaborative nor-
mal tension glaucoma study. Curr Opin Ophthalmol 2003;14:86-90.

  6) AGIS Investigators. The Advanced Glaucoma Intervention Study 
(AGIS): 12. Baseline risk factors for sustained loss of visual field 
and visual acuity in patients with advanced glaucoma. Am J 
Ophthalmol 2002;134:499-512.

  7) Stodtmeister R. Applanation tonometry and correction according 
to corneal thickness. Acta Ophthalmol Scand 1998;76:319-24.

  8) Salvetat ML, Zeppieri M, Miani F, et al. Comparison of iCare ton-
ometer and Goldmann applanation tonometry in normal corneas 
and in eyes with automated lamellar and penetrating keratoplasty. 
Eye (Lond) 2011;25:642-50.

  9) Kageyama M, Hirooka K, Baba T, Shiraga F. Comparison of ICare 
rebound tonometer with noncontact tonometer in healthy children. 
J Glaucoma 2011;20:63-6.

10) Diaz A, Yebra-Pimentel E, Resua CG, et al. Accuracy of the ICare 
rebound tonometer in glaucomatous eyes with topical ocular hypo-
tensive medication. Ophthalmic Physiol Opt 2008;28:29-34.

11) Pakrou N, Gray T, Mills R, et al. Clinical comparison of the Icare 
tonometer and Goldmann applanation tonometry. J Glaucoma 
2008;17:43-7.

12) Icare Finland. Icare® ic200 tonometer, clinical tonometry-Introducing 



672

-대한안과학회지  2021년  제 62 권  제 5 호-

a new era. 2020. [Internet]. Vantaa (FI): Icare Finland, c2020 [cited 
2020 Apr 19]. Available from: https://www.icaretonometer.com/
products/icare-ic200. 

13)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510(K) summary: Icare ic200 
tonometer. [Internet]. Silver Spring (ML):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2020 [cited 2020 Apr 19]. Available from: 
https://www.accessdata.fda.gov/cdrh_docs/pdf19/K190316.pdf. 

14) Badakere SV, Chary R, Choudhari NS, et al. Agreement of intra-
ocular pressure measurement of Icare ic200 with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in adult eyes with normal cornea. 
Ophthalmol Glaucoma 2021;4:89-94.

15) Kontiola AI. A new induction-based impact method for measuring 
intraocular pressure. Acta Ophthalmol Scand 2000;78:142-5.

16) Jablonski KS, Rosentreter A, Gaki S, et al. Clinical use of a new posi-
tion-independent rebound tonometer. J Glaucoma 2013;22:763-7.

17) Munkwitz S, Elkarmouty A, Hoffmann EM, et al. Comparison of 
the iCare rebound tonometer and the Goldmann applanation ton-
ometer over a wide IOP range. Graefes Arch Clin Exp Ophthalmol 
2008;246:875-9.

18) Lee K, Lee JY, Moon JI, Park MH. Comparison of Icare rebound 
tonometer with Goldmann applanation tonometry. J Korean 
Ophthalmol Soc 2013;54:296-302.

19) Kim KN, Jeoung JW, Park KH, et al. Comparison of the new re-
bound tonometer with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in a clin-
ical setting. Acta ophthalmol 2013;91:e392-6.

20) Brusini P, Salvetat ML, Zeppieri M, et al. Comparison of ICare ton-
ometer with Goldmann applanation tonometer in glaucoma patients. 

J Glaucoma 2006;15:213-7.
21) Nakamura M, Darhad U, Tatsumi Y, et al. Agreement of rebound 

tonometer in measuring intraocular pressure with three types of ap-
planation tonometers. Am J Ophthalmol 2006;142:332-4.

22) Martinez-de-la-Casa JM, Garcia-Feijoo J, Castillo A, et al. 
Reproducibility and clinical evaluation of rebound tonometry. 
Invest Ophthalmol Vis Sci 2005;46:4578-80.

23) Avitabile T, Longo A, Rocca D, et al. The influence of refractive er-
rors on IOP measurement by rebound tonometry (ICare) and 
Goldmann applanation tonometry. Graefes Arch Clin Exp Ophthalmol 
2010;248:585-91.

24) Scuderi GL, Cascone NC, Regine F, et al. Validity and limits of the 
rebound tonometer (ICare®): clinical study. Eur J Ophthalmol 
2011;21:251-7. 

25) Muttuvelu DV, Baggesen K, Ehlers N. Precision and accuracy of 
the ICare tonometer-peripheral and central IOP measurements by 
rebound tonometry. Acta Ophthalmol 2012;90:322-6.

26) Poostchi A, Mitchell R, Nicholas S, et al. The iCare rebound ton-
ometer: comparisons with Goldmann tonometry, and influence of 
central corneal thickness. Clin Exp Ophthalmol 2009;37:687-91.

27) Tonnu PA, Ho T, Newson T, et al. The influence of central corneal 
thickness and age on intraocular pressure measured by pneumo-
tonometry, non-contact tonometry, the Tono-Pen XL, and Goldmann 
applanation tonometry. Br J Ophthalmol 2005;89:851-4.

28) Whitacre MM, Stein R. Sources of error with use of Goldmann-type 
tonometers. Surv Ophthalmol 1993;38:1-30.



673

-이종욱 외 : 리바운드안압계의 유용성-

= 국문초록 = 

한국인에서 리바운드안압계의 임상적 유용성

목적: 리바운드안압계 Icare ic200으로 측정한 안압을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과 비교하여 임상에서 Icare ic200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전체 한국인 294명, 294안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모든 환자에서 Icare ic200으로 안압을 측정한 뒤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안압을 측정하였다. 두 안압계의 안압 일치도를 평가하였으며, 골드만압평안압계의 22 mmHg 이상에 대한 Icare ic200의 진단능을 

분석하였다. 생체계측을 포함한 임상인자들이 두 안압계로 측정된 안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결과: Icare ic200의 안압과 골드만압평안압계의 안압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875, p＜0.001). Icare ic200의 안압이 골드

만압평안압계의 안압보다 평균 3.07 ± 2.67 mmHg 낮았고, Bland-Altman plots에서 95.24%의 환자가 95% 일치한계(-2.16 to 

8.30 mmHg) 안에 분포했다. 22 mmHg 이상의 고안압에 대한 Icare ic200의 진단능은 0.959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itic)였다. 다변량회귀분석 결과 나이가 많은 것(β=0.034, p=0.020)과 각막곡률이 높은 것(β=0.213, p=0.030)이 두 안압계

의 차이가 큰 것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Icare ic200은 골드만압평안압계와 좋은 일치도 및 고안압에 대한 높은 진단능을 보였으나, 평균 3 mmHg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Icare ic200은 임상에서 골드만압평안압계를 대체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고안압에 대한 선별검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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