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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진행된 녹내장 환자에서 관찰되는 시야결손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Visual Field Defects in Korean Advanced Glaucoma

진형남⋅강연수⋅성미선⋅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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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Purpose: We investigat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visual field (VF) defects in Korean advanced glaucoma patients.
Methods: The present study included 109 eyes of 109 advanced glaucoma patients whose mean deviation (MD) is under -12 dB.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primary open angle glaucoma (POAG) and normal tension glaucoma (NTG) group. Average 
numeric decibel in each VF points were visualized with color topographic image and dot graph image using python 3.5. VF was 
divided into four quadrants or two half fields, and th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VF defects in each locations were assessed 
with raw decibel data. Additionally, mean sensitivity of central 12 point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Generally the features of VF defects were severely depressed VF sensitivity at the superonasal quadrant and relatively 
preserved central area and inferotemporal quadrant in both of the glaucoma groups. But we found the extent of deflection for VF 
defect in the NTG eye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OAG eyes (p < 0.05). The POAG eyes tended to show more diffuse and 
evenly distributed VF defect, whereas NTG eyes tended to have more severely depressed VF at the superonasal quadrant and 
relatively preserved VF at the inferotemporal quadra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central VF defect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The characteristics of VF defect in Korean advanced glaucoma revealed different features based on the glaucoma 
diagnosis. The POAG eyes tended to show diffuse VF defects, whereas NTG eyes tended to have more severely depressed VF 
sensitivity at the superonasal quadrant and relatively preserved VF at the inferotemporal quad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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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녹내장 환자에서 녹내장의 악화를 평가하는 데 

현재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검사는 시야검사이다.1-6 이

는, 진행된 녹내장 환자의 시신경유두는 이미 큰 패임을 보

여 빛간섭단층촬영검사에서는 바닥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

다.2,7-10 진행된 녹내장에서의 시야결손 형태는 상하측의 큰 

활모양 암점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활모양 암점은 하나의 

반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녹내장 진행 시 중심 시야만 잔존

하는 중심 섬(central island) 양상을 보이게 된다.11,12 이는 

녹내장에 의한 손상이 일어날 때 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다

발의 손상이 상측과 하측에서 먼저 발생하며, 황반부에서 

기원하는 신경절세포의 축삭은 황반유두속을 통해 시신경

의 이측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중심시야는 녹내장성 시신

경손상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보존되기 때문이다.13-17 녹

내장이 진행할수록 중심 섬의 크기는 더 감소하게 되고, 이

러한 변화는 녹내장 환자의 시력저하를 유발시켜 일상생활

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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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악화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18-20

진행된 녹내장에서의 시야결손은 넓은 시야결손의 범위

로 인해 녹내장 분류에 따른 특징적 형태를 구분 짓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상안압녹내장에서의 시야결손은 원발개

방각녹내장에서 보다 더 중심 쪽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주

로 상측 시야의 결손이 먼저 발생한다고 하였다.21,22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초기 녹내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

교했던 연구이고, 진행된 녹내장 환자에서 녹내장의 분류

에 따른 시야결손 형태의 차이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까지 없다. 진행된 녹내장 환자에서 시야결손의 형태와 잔

존시야의 임상양상은 환자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상안압녹내장과 원발개

방각녹내장으로 진단받은 진행된 녹내장 환자에서 관찰되

는 시야결손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녹내장의 분류에 따라 

그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남대학교병원 녹내장 

클리닉을 내원하여 녹내장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30-2 시

야검사에서 mean deviation (MD)값이 -12 decibel (dB)보다 

낮은 진행된 녹내장 환자 109명 109안을 대상으로 의무기

록지 분석을 통한 후향적 단면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

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으며, 본

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아래 진행되었다(승인 번호: 2021-102). 

모든 환자들은 내원 시 세극등현미경을 통한 전안부검사, 

전방각경검사, 골드만압평안압계를 통한 안압 측정, 안저 

사진촬영, 저간섭성반사계(Lenstar; Haag-Streit AG, Koeniz, 

Switzerland)를 통한 각막두께와 안축장 측정, Swedish in-

teractive threshold algorithm (SITA) standard 30-2 방식을 

이용한 자동시야검사(Humphrey Field Analyzer; Carl Zeiss 

Meditec, Inc., Dublin, CA, USA), 빛간섭단층촬영(Heidelberg 

Spectralis SD-OCT; Spectralis software version 6.9.4; 

Heidelberg Engineering GmbH, Heidelberg, Germany)을 시

행하였다. 

개방각녹내장은 전방각경검사상 개방각이고 전반적이거

나 국소적인 시신경유두테의 좁아짐, 패임, 시신경유두출

혈, 시야손상과 일치하는 망막신경섬유층 결손과 같은 특

징적인 녹내장성 시신경손상이 관찰되고, 녹내장 이외의 

시신경손상을 일으킬 만한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 진단하

였다. 그 중 초진 시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을 중

심각막두께 값 520 μm를 기준으로 보정하여(중심각막두께

가 10 μm가 커질수록 안압 값에서 0.7 mmHg를 빼고, 중심

각막두께가 10 μm가 작아질수록 안압값에서 0.7 mmHg를 

더함) 그 값이 21 mmHg 이하인 경우 정상안압녹내장으로 

분류하였고, 21 mmHg를 초과하는 안압을 가졌던 환자를 

원발개방각녹내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23 안압은 골

드만압평안압계를 통해 2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였

으며, 중심각막두께는 부분결합간섭계를 사용하여 5회 연

속 측정하여 중간 값 3개를 평균하여 정하였다. 초진 시 안

압하강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소견서상 약물치

료 전 안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시야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최대교정시력이 0.3 

logarithm of minimum angle of resolution (logMAR)보다 

나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8세 이하, 굴절이상이 

구면대응치 -6.0 diopters (D)와 +6.0 D 사이를 벗어나는 경

우, 녹내장수술을 포함한 안내수술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단순 백내장수술은 제외), 녹내장 이외의 시야손상을 유발

할 수 있는 망막전막, 당뇨망막병증, 망막혈관폐쇄질환 등

과 같은 망막질환이 있는 경우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두 눈 모두 선정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임의로 한 눈

만 선택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시야검사는 Central 30-2 SITA-standard strategy를 이용

하여 초진 시 첫 번째 검사를 시행하였고, 2개월 이내에 두 

번째 검사를 시행하여, 학습 효과 배제를 위해 두 번째 결

과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중 MD가 -12 dB보다 낮은 경

우를 진행된 녹내장으로 판단하여 연구에 포함시켰고, 시

야검사의 신뢰도를 위하여 15% 이상의 거짓양성(false pos-

itive)이나 거짓음성(false negative), 20% 이상의 주시 실패

(fixation loss)가 있는 경우 해당 시야검사의 결과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시야검사의 MD, pattern standard deviation 

(PSD), visual field index (VFI)와 foveal sensitivity 값을 수

집하였다. 

진행된 녹내장에서 나타나는 시야검사의 형태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환자 별로 30-2 시야검사 총 76군데의 

역치 값을 수집하여, 각 포인트들의 평균 numeric dB 값을 

구하였고 그 값들을 Python 3.5 (Python Software Foundation, 

https://www.python.org)를 이용한 color topographic image 

및 점 그래프(dot graph) 형태로 시각화하여 정상안압녹내

장과 원발개방각녹내장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Color topographic image의 각 점들의 색깔은 decibel 수치

에 따라 나타나게 되며 흰색이 가장 높고 검은색이 가장 낮

은 값을 의미하고, 수치가 더 낮을수록 어두운 색깔로 표현

되었다. 한편, dot graph image는 시야검사 포인트들을 비

측과 이측으로 나눈 후 dot graph 정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이 상측 시야, 우측이 하측 시야의 점들이 위치하도록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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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amples of visual field defect evaluation on the field numeric display. (A) Field defect of a primary open angle glaucoma 
patient, (B) field defect of a normal tension glaucoma patient. The numbers in the four corners of the numeric display represent the 
quadrant sums in dB. The highest and lowest sum of the field (A, B) are all lower-temporal and upper-nasal, respectively.

하였다. 모든 결과는 우안을 기준으로 나타내었으며 좌안

의 결과는 우안에 상응하는 위치로 변환시킨 후에 분석하

였다. 또한 numeric display를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누어 각 

사분면 점들의 dB 단위 역치값을 더하여 총합을 계산한 후, 

각 환자들마다 값이 가장 큰 사분면과 가장 작은 사분면을 

표시하여, 두 군에서 결손이 심한 사분면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Fig. 1). 시야검사 결과를 다시 상측과 

하측 이분면으로 나누어 각 군별로 시야결손이 더 심한 반

구가 어느 위치인지 알아보았고, 중심 12개 검사 포인트의 

평균 dB 값을 구하여 각 군별 중심시야의 결손 정도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1.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군 간 비교

를 위해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카이제곱검정(χ2 test)

을 이용하였다. p<0.05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정의하였다.

결 과

원발개방각녹내장 67안과 정상안압녹내장 42안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 중 남자는 57명(85.07%)

이었고, 정상안압녹내장 환자 중 남자는 22명(52.38%)으로 

원발개방각녹내장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p<0.001). 

원발개방각녹내장 군의 평균 연령은 61.19 ± 14.31세, 정상

안압녹내장 군의 평균 연령은 62.02 ± 11.22세로 나이의 차

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75). 안압은 원발개방각녹내장 

군에서 30.92 ± 7.34 mmHg로 정상안압녹내장 군의 16.88 

± 1.70 mmHg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빛간섭단

층촬영검사로 계측한 평균 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는 원발개방각녹내장 군에서 48.40 ± 10.91 μm로 정상안압

녹내장 군의 57.60 ± 14.99 μm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p<0.001). 한편, 망막신경섬유층두께를 다시 상측과 하측

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하측 두께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p=0.49), 상측 망막신경섬유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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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G (n = 67) NTG (n = 42) p-value*

Mean deviation (dB) -22.05 ± 7.08 -23.65 ± 5.25 0.43
Pattern standard deviation (dB) 9.60 ± 3.33 10.66 ± 2.59 0.28
Visual field index (%) 42.36 ± 21.85 47.20 ± 18.45 0.30
Foveal sensitivity (dB) 29.46 ± 7.83 30.74 ± 6.93 0.46
Total 76 points

Superior hemisphere 12.67 ± 8.16  12.08 ± 6.31 0.72
Inferior hemisphere 14.12 ± 7.68 17.55 ± 6.59 0.03†

Central 12 points 
Average 17.57 ± 6.92 18.35 ± 4.65 0.56
Superior hemisphere 13.65 ± 9.76 13.41 ± 7.92 0.91
Inferior hemisphere 18.49 ± 7.83 21.24 ± 7.97 0.1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TG = normal tension glaucoma; dB = decibel.
*p-value obtained from the independent t-test between the two groups;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2. Comparison of visual field results between the groups

Characteristic POAG (n = 67) NTG (n = 42) p-value*

Age (years) 61.19 ± 14.31 62.02 ± 11.22 0.75
Sex (male/female) 57/10 22/20 <0.001†

Baseline IOP (mmHg) 30.92 ± 7.34 16.88 ± 1.70 <0.001†

Spherical equivalent (D) -1.71 ± 2.54 -1.77 ± 3.98 0.93
Visual acuity (logMAR) 0.039 ± 0.065 0.034 ± 0.065 0.48
Axial length (mm) 24.55 ± 1.27 24.59 ± 1.78 0.91
Central corneal thickness (μm) 523.67 ± 60.06 536.79 ± 29.68 0.21
Average cup disc ratio 0.87 ± 0.05 0.89 ± 0.04 0.50
Global peripapillary RNFL thickness (μm) 48.40 ± 10.91 57.60 ± 14.99 <0.001†

Superior RNFL thickness (μm) 54.51 ± 16.35 66.99 ± 26.42 0.01†

Inferior RNFL thickness (μm) 49.50 ± 13.49 51.76 ± 17.24 0.49
Prior glaucoma medication 0.28

PGA 12 (18) 13 (31)
CAI/BB fixed combinations 8 (12) 5 (12)
CAI/BB fixed combinations + AA 10 (15) 4 (10)
PG+CAI/BB fixed combinations 22 (33) 12 (28)
PG+CAI/BB fixed combinations + AA 15 (22) 8 (1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TG = normal tension glaucoma; IOP = intraocular pressure; D = diopters; logMAR = logarithm 
of minimum angle of resolution;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PGA = prostaglandin analogues; CAI = carbonic anhydrase inhibitor; BB 
= beta-blocker; AA = alpha agonist; PG = prostaglandin analogues.
*p-value obtained from the independent t-test or χ2 test between the two groups;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1. Demographic and ocular characteristics of the eyes with advanced glaucoma

께는 원발개방각녹내장 군에서 54.51 ± 16.35 μm로 정상안

압녹내장 군의 66.99 ± 26.42 μm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1). 그 외 시력, 구면렌즈대응치, 안축장, 중심각막두

께, 시신경유두함몰비, 약물 사용력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모두 p>0.05) (Table 1).

두 군에서 시야검사의 MD, PSD, VFI, foveal sensitivity 

결과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각각, p=0.43, p=0.28, 

p=0.30, p=0.46). 시야검사 결과를 다시 상하측의 이분면으

로 분할하여 비교하였을 때, 상측의 결손 정도는 군 간 유

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하측 시야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

었는데, 정상안압녹내장 안에서 원발개방각녹내장 안에 비

하여 하측의 시야결손 정도가 덜 심한 경향이 있었다(p=0.03). 

중심 12개 포인트의 평균 dB을 구하여 두 군의 중심시야결

손 정도를 비교하였을 경우,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

각 검사 포인트별 dB 합이 가장 낮은 사분면, 즉 시야결

손이 가장 심한 사분면을 구하였을 때, 두 군 모두 상비측 

사분면에서 가장 심한 결손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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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ant POAG (n = 67) NTG (n = 42) p-value*

Upper nasal 38 (57) 31 (74)

0.041
Upper temporal 8 (12) 3 (7)
Lower nasal 19 (28) 8 (19)
Lower temporal 2 (3) 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VF = visual field;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TG 
= normal tension glaucoma.
*p-value obtained from the χ2 test between the two groups. 

Table 3. Location of the quadrant with the lowest quadrant sum
at VF 30-2 exam

Quadrant POAG (n = 67) NTG (n = 42) p-value*

Upper nasal 5 (8) 1 (2)

0.008
Upper temporal 17 (25) 7 (17)
Lower nasal 10 (15) 3 (7)
Lower temporal 35 (52) 31 (7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VF = visual field;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TG 
= normal tension glaucoma.
*p-value obtained from the χ2 test between the two groups. 

Table 4. Location of the quadrant with the highest quadrant 
sum at VF 30-2 exam

A B C

Figure 2. Color topographic dB deviation map for the visual field (VF) sectors. The color topographic images are presented at all 
76 points of the 30-2 Humphrey VF in each glaucoma group. The mean dB of each VF point is converted into a color image using 
the heatmap in Python. White color represents the highest value of the dB, whereas black color represents the lowest value of the dB 
in the topographic image. The VFs of the left eye were converted to the VFs of the right eye. (A) Color topographic map for all glau-
coma patients. (B) Color topographic map for primary open angle glaucoma (POAG) patients. In POAG, the VF defects are dis-
tributed evenly, with moderate severity. (C) Color topographic map for normal tension glaucoma (NTG) patients. In NTG, severe 
VF defects are located at the superonasal quadrant. Conversely, the VF of inferotemporal quadrant is relatively spared from glau-
comatous field defects.

으나(원발개방각녹내장 57%, 정상안압녹내장 74%), 각 사

분면별 비율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을 경우 통

계적인 차이가 있었다(p=0.041). 원발개방각녹내장에 비해 

정상안압녹내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심한 시야결손을 보이

는 사분면이 상측에 위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원발개방

각녹내장 69%, 정상안압녹내장 81%). 반대로 각 검사 포인

트별 dB 합이 가장 높은 사분면, 즉 시야결손이 가장 심하

지 않은 사분면을 구하였을 때, 두 군 모두 하이측 사분면의 

시야결손이 가장 심하지 않았으나(원발개방각녹내장 52%, 

정상안압녹내장 74%), 마찬가지로 각 사분면별 비율을 카

이제곱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008), 원발개방각녹내장에 비해 정상

안압녹내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하측의 시야가 더 보존되는 

경향이 있었다(Table 3, 4). 이러한 두 결과는 원발개방각녹

내장 안의 안압 하위 25%, 정상안압녹내장 안의 안압 상위 

25%를 제외하고 시행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8, p<0.001).

Fig. 2는 30-2 시야검사 총 76군데의 역치 값을 수집하여, 

각 포인트들의 평균 dB 값을 color topographic image로 나

타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중심부의 시야는 유지되는 양상

이었으며, 내측의 시야결손이 두드러진 모습이었다(Fig. 2A). 

원발개방각녹내장 군에서는 상비측 시야 및 하이측 시야 

모두 비슷한 결손이 관찰되어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

는 미만성 시야결손 양상을 나타내었지만(Fig. 2B), 정상안

압녹내장 군에서는 시야결손이 상대적으로 상비측으로 편

향되어 있고, 하이측의 시야가 보전되어 있는 양상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2C).

시야검사 결과치를 다시 내측과 이측 이분면으로 분할하

여 각 점의 평균 dB을 두 개의 dot graph로 나타내어 비교

하여 보았다(Fig. 3). 두 녹내장 군 모두 전반적으로 하측에 

비해 상측 시야결손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정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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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Converting principles of the decibel deviation dot graph for each point (A), and decibel deviation dot graph for each side 
(B). (A) The total visual field (VF) is divided into two sides; the nasal and temporal sides. The most superior nasal point is the first
point in the dot graph; the subsequent points are arranged by order of the temporal side and downside directions. The VFs of the left 
eye had been converted to the VF of the right eye. (B) In the dot graph image, the left side of the image shows the upper VF points, 
whereas the right side of the image shows lower VF points. The dot graph shows the mean dB values of the temporal and lower field, 
which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nasal and upper field. In addition, the gap in decibel values between the upper and lower field is 
larger in the temporal field than the nasal field in both glaucoma groups.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TG = normal 
tension glaucoma.

압녹내장 안의 경우 원발개방각녹내장 안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하측 시야가 보존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이측에서 더욱 두드러졌다(Fig. 3). 

고 찰

녹내장의 발생 기전은 크게 기계적 이론과 허혈성 이론

이 알려져 있다. 기계적 이론은 안압상승에 의하여 사상판 

세공이 뒤틀리게 되어 시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

설이고, 허혈성 이론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의 자가조절

기능의 이상으로 감소한 혈액 관류압에 의하여 시신경유두

에 허혈이 일어나 축삭이 손상된다는 이론이다.13,24-26 원발

개방각녹내장은 기계적 이론을 주 병태생리로 하는 반면, 

정상안압녹내장은 원발개방각녹내장과는 여러 다른 병인

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29 특히, 혈

관기능이상과 허혈이 정상안압녹내장의 진행에 있어서 중

요한 인자로 여겨지며 말초혈관장애, 편두통, 여성에서 더 

많은 유병률이 이를 뒷받침한다.30-33 

본 연구에서 진행된 녹내장 환자들을 비교한 결과 원발

개방각녹내장 군은 남성이, 정상안압녹내장 군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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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비율을 보였고, 이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

는 부분이다.14,34,35 남성의 보다 더 높은 원발개방각녹내장 

유병률은 해부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안구의 해부학적 구조에서 남성은 여

성에 비해 긴 안축장, 깊은 전방, 큰 시신경유두테를 나타

낸다고 하였고, 이는 남성의 보다 더 높은 원발개방각녹내

장 유병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36-38 사회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이전 연구에서 흡연은 

원발개방각녹내장 발생 위험인자라는 결과를 보인 바 있

다.39 이러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흡연율은 남성의 보다 더 

높은 원발개방각녹내장 유병률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겠

으나, 추후 대규모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정상

안압녹내장에서 여성의 유병률이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는 많은 연구들이 있으며,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여러 가지 생물학적, 유전학적 요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특히 에스트로겐은 안구 내 혈류증가 및 신

경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40-46 Rotterdam 

study와 Blue Mountaine study를 비롯한 여러 대규모 연구

들에서 월경 시작으로부터 폐경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즉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 기간이 짧을수록 여성에서 원

발개방각녹내장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보고

된 바 있다.47-50 이러한 결과들은 노화 진행에 따른 에스트

로겐의 감소 및 소실로 인해 안구 내 혈류부전이 발생하여 

정상안압녹내장의 형태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러한 내용이 입증된 바는 없다. 또 다른 가

설로는, 유전자 표현에 있어서 성적 이형성이 개방각녹내

장에서의 성특이적 감수성으로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다.51,52 그중에서도 특히 9p21 부위에 있는 단일 뉴클레오

티드 다형성들과 원발개방각녹내장의 발생 위험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53-57 이와 관련하여 

Ng et al35
은 염색체 9p21의 주요 대립 유전자가 여성에서

만 정상안압녹내장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는 결과와 이를 

통해 여성이 정상안압녹내장의 발병 위험인자가 된다는 내

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 게놈 관련분

석을 통한 추가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들은 진행된 원발개방각녹내장과 정상안압녹내장에

서 시야결손이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았

다. 그 결과, 두 군 모두에서 상비측의 손상 정도가 가장 컸

고 중심부와 하이측의 손상이 비교적 가장 적었다. 그러나 

녹내장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원발개방각녹내장 

안의 경우 정상안압녹내장에 비해 전반적으로 시야결손이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이었던 반면에 정상안압녹내장의 경

우에는 상비측에 시야결손에 보다 더 집중된 경향이 있었

고 상대적으로 하이측 시야는 더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

았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정상안압녹내장에서 

조금 더 편향된 시야결손과 상부 중심시야결손 및 상부 궁

형시야결손이 주로 나타나며 원발개방각녹내장은 미만성 

시야결손이 나타난다는 사실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16,21,58,59 

녹내장의 분류에 따라 시야결손의 양상이 차이를 나타낸 

이유는 망막신경섬유층과 시신경유두패임과 연관지어 생

각해 볼 수 있다. Airaksinen et al60
의 연구에 의하면, 안압

이 높을수록 망막신경섬유층의 손상은 미만성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Yamazaki et al61
의 연구에서도, 

정상안압녹내장에서 망막신경섬유층의 손상은 국한성으로 

일어나는 반면, 원발개방각녹내장에서는 손상이 미만성으

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한편, 두 녹내장의 시신경유두함몰

의 양상을 비교하였던 이전 연구들에서도, 원발개방각녹내

장은 전체적인 시신경유두함몰 크기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 

정상안압녹내장은 시신경유두의 국소적 패임과 창백이 주

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62-64 질병의 경과에서도 정상안압

녹내장에서 시신경유두출혈이 잘 나타나는 반면에 원발개

방각녹내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65 특히 

Flammer66
은 국한된 망막신경섬유층의 손상은 시신경유두

의 편심성 함몰, 시신경유두테의 패임과 시신경유두출혈, 

시신경유두주위 위축과 연관이 있으며 미만성 손상은 동심

성 함몰과 시신경유두테의 전반적 창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할 때 원발개방각녹내장에

서는 높은 안압으로 인한 시신경유두의 미만성 손상이, 정

상안압녹내장에서는 시신경유두로의 순환 부전으로 인한 

국한성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행된 녹내장 안에서 시

야결손 양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 전체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는 원

발개방각녹내장 군에서 정상안압녹내장 군보다 더 낮은 결

과를 보였으나(p<0.001), 시야검사의 MD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 진행된 녹내장에서는 구조적인 검사 결과

값이 바닥 효과에 근접하여 좋지 못한 구조-기능 상관관계

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10 Mwanza et al10
은 Spectralis 

OCT에서 전체 망막신경섬유층 두께가 약 50 μm에 달하게 

되면 바닥 효과가 나타나며, 이에 상응하는 시야결손 정도

는 -25.3dB이라고 하였다. 또한 녹내장이 진행되어 측정치

가 이에 근접할수록 구조-기능 상관관계 그래프가 완만해

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경우 평균 전체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및 시야결손의 정도가 비교적 이에 

근접하여 좋지 못한 구조-기능 상관관계를 보여 이러한 결

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에 포

함된 원발개방각녹내장 군이 정상안압녹내장 군에 비하여 

보다 더 녹내장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다. 실제로 망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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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섬유층 두께를 다시 상측과 하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을 경우, 원발개방각녹내장군의 상측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가 정상안압녹내장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얇았고(p=0.01), 

시야결손을 이분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경우 두 군의 

상측 시야결손 정도는 유사한 반면, 원발개방각녹내장의 

하측 시야결손 정도가 정상안압녹내장보다 더 심한 양상이

었다. 다만, MD의 경우 개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보정된 수

치이지만, 본 연구에서 이분면 분석에 사용한 결과치는 raw 

numeric dB 값이므로 두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이 때문에 MD 비교에서는 두 군의 시야결

손 정도가 유사하였던 반면에 이분면 분석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가 임상에서 

시행하는 30-2 시야검사가 녹내장 환자의 전체 시야결손을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추후 보다 넓은 범위의 시야검

사나 골드만검사와 같은 동적 시야검사를 통한 검증이 이

루어진다면,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군의 시야결손 양상에서 잔존한 시야 형태가 모두 중

심부, 특히 하측 중심부 시야와 하이측 시야였다는 점은 이

전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중심부 시야의 경우 녹

내장으로 인하여 망막신경섬유층이 손상받더라도 후기까

지 유두황반속은 유지되기 때문에, 녹내장이 말기까지 진

행되더라도 손상받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67 하측 

중심부 시야와 하이측 시야가 녹내장의 후기까지 보존되는 

것은, 녹내장성 손상이 시신경유두의 하이측 변연에서 가

장 호발하고, 상이측 변연에서는 비교적 덜 발생하며, 상대

적으로 황반부가 시신경보다 아래쪽에 위치하여 황반부의 

하측을 구성하는 망막신경절세포의 축삭들이 녹내장성 손

상에 가장 취약한 시신경유두의 하이측 변연을 지나가게 

되므로, 상측 중심부의 시야결손이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11

진행된 녹내장에서 녹내장 분류에 따른 시야결손의 차이

는 환자들의 삶의 질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 녹내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내장으로 인한 시야결

손의 위치와 정도가 얼마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녹내장 환자의 시야결손

은 환자의 삶의 질과 일상생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특징적이고 주요한 인자로 생각되고 있다.68 Sawada et al69

이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좋은 눈의 하측 중심 외 시야결

손과 아래 주변부 시야결손이 환자가 느끼는 시기능의 장

애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며, 주변부 시야결손 및 상측 시야

결손이 운전 기능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결과를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본다면, 원발개방각녹내

장에서는 미만성 시야결손과 정상안압녹내장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더 심한 하측의 시야결손에 의해 일상생활 기능 

및 전반적 시기능에 제약이 더 많을 수 있겠고, 반대로 정

상안압녹내장에서는 상측으로 편향된 시야결손으로 인해 

운전 기능에 더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National Eye Institute Visual 

Function Questionnaire (NEI-VFQ) 등의 시기능 설문지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이

에 대한 연구를 통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이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안압이 20대 초반의 녹내

장 환자의 경우 정상안압녹내장과 원발개방각녹내장의 분

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명확한 구분에 의한 오류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

상안압녹내장 환자 중 안압 상위 25%,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 중 안압 하위 25%를 제외한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

였으며, 분석 결과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원발개방각녹

내장 환자에 비하여 상비측 사분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심한 시야결손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고(p=0.008), 하이측 

사분면은 상대적으로 보전된 경향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p<0.005). 이러한 sensitivity analysis를 통해 본 연

구에서는 녹내장 분류에 대한 오류의 영향 가능성을 최대

한 배제하였으나,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

하겠다. 둘째, 두 녹내장 군의 시야결손 정도가 안압하강제 

사용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두 군 간 약물 사용력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안압하강제의 종류와 점안제 개수에 의한 약물 

순응도 차이가 두 군 간 시야결손의 차이에 혼란변수로 작

용하였을 수 있다.70 셋째,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기 때문

에 전형적인 원발개방각녹내장과 정상안압녹내장 형태를 

보이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편견(selection bias)이 작

용할 수 있어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과 넷째로는, 두 녹내장에서의 시야결손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 주로 numeric display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total 

deviation과 pattern deviation plot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환자의 진단 당시의 시야검사를 기준으로 시행한 단면 연

구이기 때문에 시간 바이어스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다. 향후 전향적 설계를 이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인 진행된 녹내장에서 원발개방각녹내

장, 정상안압녹내장 모두 상비측의 심한 시야결손과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존된 하측 중심시야 및 하이측 시야

가 특징적이었으나, 원발개방각녹내장은 전체적으로 미만

성 시야결손을 보였던 반면 정상안압녹내장은 상대적으로 

상비측으로 편향된 시야결손과 하이측 시야가 보다 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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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 양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진

다면 진행된 녹내장 환자의 삶의 질을 이해하고 재활치료

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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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남 외 : 진행된 녹내장에서 관찰되는 시야결손-

= 국문초록 = 

한국인 진행된 녹내장 환자에서 관찰되는 시야결손의 특성

목적: 한국인의 진행된 녹내장 환자에서 관찰되는 시야결손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Mean deviation (MD) -12 dB 이하의 진행된 녹내장 환자 109명의 109안을 대상으로 원발개방각녹내장과 정상안압녹내

장 두 군으로 분류한 후 시야검사의 각 포인트별로 평균 numeric decibel을 수집하여 Python 3.5을 이용한 color topographic image 

및 dot graph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또한, 전체 numeric display를 사분면 및 이분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결손이 심한 영역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고, 중심 12점을 통한 중심시야결손의 정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결과: 시야결손의 양상은 두 군 모두에서 심한 상비측의 결손과 상대적으로 보존된 중심부와 하이측의 시야 양상을 보였지만, 정상안

압녹내장에서 원발개방각녹내장보다 편향된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p<0.05).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는 미만성, 정상안압녹내장 환

자는 보다 더 상비측으로 편향된 시야결손 및 상대적으로 보존된 하이측 시야를 나타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중심시야결손의 정도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진행된 한국인의 녹내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들과 정상안압녹내장 환자들 사이에 시야결

손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는 미만성, 정상안압녹내장 환자는 보다 더 상비측으로 편향된 

시야결손 및 상대적으로 보존된 하이측 시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대한안과학회지 2021;62(8):11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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