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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개방각녹내장, 정상안압녹내장 및 원발폐쇄각녹내장에서 

시야진행의 비교 연구

Visual Field Progression in Patients with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ormal Tension Glaucoma, and Primary Angle Closure Glau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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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compared visual field progression among patients with primary open-angle glaucoma (POAG), normal tension 
glaucoma (NTG), and primary angle-closure glaucoma (PACG).
Methods: A total of 115 POAG, 123 NTG, and 92 PACG eyes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Global VF progression was eval-
uated by calculating the changes of mean deviations. To examine local VF deterioration, scotoma enlargement and deepening 
were analyzed in the superior, and inferior arcuate, and the central, zones.
Results: The mean global rate of change in POAG eyes was -0.52 ± 0.74 dB/year, and -0.35 ± 0.41, and -0.38 ± 0.45 dB/year in 
NTG and PACG eyes; POAG eyes showed significantly more rapid progression than NTG and PACG eyes (p < 0.01). The supe-
rior arcuate zone of POAG eyes, the central zone of NTG eyes, and the inferior arcuate zone of PACG eyes exhibited more sco-
toma enlargement and scotoma deepening than did other zones.
Conclusions: The superior arcuate zone of POAG eyes, the central zone of NTG eyes, and the inferior arcuate zone of PACG 
eyes showed greater VF pro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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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안압 및 다른 여러 인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비가역적으로 시기능의 상실이 초래되어 시야가 좁아지는 

시신경병증으로 정의된다.1 안압은 녹내장의 발병 및 진행

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안압의 

조절은 녹내장의 진행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치료 요소이

다.2 1857년 von Graefe에 의해 정상적인 안압에도 불구하

고 녹내장성 시신경손상과 시야결손이 발생하는 녹내장이 

보고된 이래, 정상안압녹내장은 원발개방각녹내장과는 다

른 기전에 의하여 시신경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의견

과, 정상적인 안압에도 특별히 손상을 잘 받는 원발개방각

녹내장의 한 변형이라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다.3,4 폐쇄

각녹내장은 개방각녹내장에 비해 유병률은 낮으나, 동양인

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녹내장의 한 형태로, 더 심한 임상경

과를 보이며, 원발개방각녹내장에 비해 더 큰 실명의 위험

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5,6 상대적 동공차단, 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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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수정체 요인 등의 기전이 단독 또는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동양인에서는 주로 다수 기전에 의해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7 

녹내장성 시야결손이 진행하면, 환자의 삶의 질을 의미 

있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시야결손의 정도뿐 

아니라, 시야결손의 위치 또한 녹내장 환자의 시각과 연관

된 삶의 질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

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에 중요하므로 서로 다른 종

류의 녹내장에서 시야결손의 진행 패턴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본 추적 연구를 통하여 원발

개방각녹내장, 정상안압녹내장 및 원발폐쇄각녹내장에서 

장기적 시야결손의 진행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원발개방각녹내장, 정

상안압녹내장 및 원발폐쇄각녹내장으로 진단받고 치료받

은 환자 중 추적 관찰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최소 5회 이상

의 시야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

하였다. 시야검사 간격을 표준화하기 위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고 임상시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IRB 승인 번호: 202106003), 

후향적으로 진행되어 동의서는 면제되었다. 

모든 녹내장 환자들은 현성굴절검사, 세극등검사, 골드만

압평안압계를 이용한 안압검사, 전방각검사, 초음파각막두

께측정(ultrasound pachymeter pocket, Quantel Medical, 

Cournon-d'Auvergne, France), 시신경유두입체촬영, 망막시

신경섬유층촬영, Cirrus OCT (Carl Zeiss, Jena, Germany), 

Humphrey field analyzer (Humphrey Instruments. Inc., 

SanLeandeo, CA, USA; SITA central 24-2 standard strat-

egy test)를 이용한 시야검사를 시행하였으며, IOL Master® 

(Carl Zeiss, Jena, Germany)를 이용하여 안축장과 전방깊이

를 측정하였다. 당뇨, 고혈압, 녹내장의 가족력, 녹내장수술

을 비롯한 안과적 수술 여부 및 전신질환 등을 조사하였다. 

Mean deviation (MD) ≥ -12 dB의 초기 및 중기 녹내장 안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병력 조사와 검사에서 거짓비늘녹

내장, 색소녹내장, 포도막염에 의한 녹내장, 스테로이드 유

발 녹내장, 외상녹내장, 신생혈관녹내장 등의 이차녹내장 

및 안외상이나 안내 수술 과거력이 있는 환자, 녹내장 외 

안압, 시력 또는 시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안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6 diopters (D) 이상의 고도근시가 있는 경우, 

초진 당시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의무기록이 완벽히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전에 백내장수술이나 녹내장수술을 포함한 안과적 수술

을 받지 않은 유수정체안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시력에 영향을 주는 백내장이 있는 경우는 연

구에서 제외하였다. 내원 시마다 골드만압평안압계를 이용

하여 안압을 측정하였고, 기저 안압은 초진 시 측정한 안압, 

최고 안압은 경과 중 가장 높게 측정된 안압, 치료 후 평균 

안압은 경과 중 측정한 안압의 평균으로 구하였다. 기저 안

압, 최고 안압, 치료 후 평균 안압, 안압 변화율 및 안압 변

동폭을 빠른 시야손상 진행의 위험 인자로 분석하였다. 사

용 중인 안압약 개수는 의무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안

압약이 2개 약제의 혼합약제인 경우 약의 개수를 2개로 계

산하여 분석하였다. 추적 관찰 기간 중 녹내장 이외의 시력 

또는 안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질환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안압하강제가 바뀐 경우나 추가된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양안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한 안을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원발개방각녹내장은 치료 전 안압이 21 mmHg 이상이

고, 전방각경검사상 개방각을 보이며 녹내장성 시신경유두

손상과 이에 부합하는 시야결손이 관찰되고 녹내장 이외의 

시신경 손상을 일으킬 만한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로 정의

하였다. 정상안압녹내장의 진단은 녹내장 약물 치료 시작 

전 기저 안압이 21 mmHg 이하이고, 전방각경검사상 개방

각을 보이며 녹내장성 시신경유두손상과 이에 부합하는 시

야결손이 관찰되고 녹내장 이외의 시신경손상을 일으킬 만

한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원발폐쇄각녹내장

은 전방각경검사상 섬유주가 3사분면 이상에서 보이지 않

는 좁은 전방각 소견을 보이면서 주변부 홍채 전유착이 있

거나 안압이 21 mmHg 이상이고, 녹내장성 시야손상과 더

불어 이와 관련된 녹내장성 시신경병증이 있을 때로 정의

하였다. 모든 원발폐쇄각녹내장 환자는 예방적 레이저홍채

절개술을 시행 후 약물치료를 하였고, 레이저 시행 2-4주 

후 시야검사를 시행하였다. 급성폐쇄각녹내장 발작 기왕력

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백내장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하였다.

녹내장성 시야결손은 두 번 이상의 연속적인 검사를 시

행하여 자동시야검사의 pattern deviation plot에서 궁상영

역의 인접한 점 3개 이상의 역치가 정상의 5% 미만으로 나

타나고 그 중 한 개 이상은 1% 미만이거나 혹은 1% 미만

인 두 점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glaucoma hemifield 

test에서 outside normal limit 소견을 보이거나 pattern 

standard deviation이 정상의 5% 미만일 경우로 정의하였

다.10 시야검사의 신뢰도를 위하여 20% 이상의 주시실패나 

15% 이상의 거짓양성이나 거짓음성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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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umphrey visual field (VF) 24-2 pattern. Each VF 
pattern was divided into three subfields based on the character-
istics of glaucomatous VF defect. Regions were outlined as su-
perior, inferior, and central.

Characteristic
POAG 

(n = 115)
NTG 

(n = 123)
PACG 

(n = 92)
p-value

Age (years) 65.8 ± 11.7 61.5 ± 10.9 63.7 ± 12.2 0.16*

Sex (M:F) 62:53 57:66 35:57 0.27†

Severity (early:moderate) 54:61 58:65 49:43 0.53†

Refractive error (diopters) -1.4 ± 3.8 -2.3 ± 3.5 0.6 ± 2.1 0.04*

Axial length (mm) 23.1 ± 0.4 23.8 ± 0.7 22.4 ± 0.3 0.03*

Anterior chamber depth (mm) 3.1 ± 0.3 3.3 ± 0.4 2.1 ± 0.2 0.04*

Glaucoma medication 2.0 ± 0.3 1.2 ± 0.4 1.6 ± 0.6 0.68*

Mean number of VF 7.5 ± 3.5 7.1 ± 2.8 7.9 ± 3.8 0.49*

Baseline IOP (mmHg) 26.8 ± 5.7 15.1 ± 3.2 23.5 ± 4.9 0.03*

Baseline MD (dB) -6.9 ± 4.9 -6.7 ± 5.1 -6.5 ± 4.8 0.52*

Baseline PSD (dB) 7.6 ± 4.3 7.5 ± 4.4 7.2 ± 4.8 0.44*

Baseline VFI (%) 82.4 ± 13.7 81.9 ± 15.2 80.6 ± 14.1 0.82*

Average RNFL thickness (μm) 85.9 ± 17.3 88.1 ± 14.8 83.5 ± 16.1 0.27*

Vertical C/D ratio 0.7 ± 0.1 0.6 ± 0.2 0.5 ± 0.1 0.68*

Mean follow-up time (years) 8.5 ± 3.4 8.1 ± 3.1 8.6 ± 3.3 0.09*

Central corneal thickness (μm) 539.8 ± 31.7 532.4 ± 32.3 533.7 ± 33.5 0.1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TG = normal tension glaucoma; PACG = primary angle closure glaucoma; M:F = male:female; 
VF = visual field; IOP = intraocular pressure; MD = mean deviation; PSD = pattern standard deviation; VFI = visual field index; RNFL 
retinal nerve fiber layer; C/D = cup/disc.
*Kruskal-Wallis test; †chi-square test.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ormal tension glaucoma, and primary angle closure glaucoma 
subgroups

전반적인 시야진행은 시간에 따른 MD의 변화를 분석하

였으며, MD의 악화가 >1 dB/year 이상이면서 p<0.05인 경

우 시야손상이 빠르게 진행하는 안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는 초기 녹내장성 시야손상이 이 속도로 진행 시 10-15년이

면 말기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11 

시야검사 point별로 sensitivity의 변화율을 살펴보았을 

때, 시간에 따른 sensitivity 기울기가 >1 dB loss/year이면서 

p≤0.01인 점은 진행된 점으로 정의하였고, 중심부 영역에 

해당하는 두 점 이상에서 진행하였을 때를 중심부 시야진

행으로 간주하였다. 진행된 녹내장의 경우 시야검사상 이

미 암점이 매우 진행되어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고, 

만일 변화했을 경우에는 검사 신뢰도에 의문이 생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국소적인 시야진행을 분석할 때는 기저 

MD ≥-6 dB을을 보이는 초기 녹내장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소적인 시야진행은 암점확대와 암점심화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12 암점확대는 기저 시야검사에서는 정상이었던 기

저 암점 근처의 시야가 다음 시야검사 시 pattern deviation 

probability (PDP) <0.5%의 암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암점심화는 각 시야검사의 pattern deviation sensi-

tivity 값을 이용하여 각 위치와 기울기의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기울기 <-1 dB/year, p≤0.01의 결과를 보일 때 유의

한 진행으로 간주하였다. 기저 시야에서 PDP <0.5%의 시

야결손부위는 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국소 변화율로 모

든 점의 국소적인 변화의 평균을 구하였으며, 진행을 보인 

안의 평균 경과 관찰 기간을 구하였다. 암점확대와 암점심

화에 취약한 시야결손 부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야검사의 

pattern deviation probability plot을 중심부영역, 상측활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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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G NTG PACG p-value*

Localized rate of change, progressing points (dB loss/year) -3.9 ± 2.7 -2.1 ± 2.3 -2.3 ± 2.5 0.03
Mean follow-up time of progressing eye (years) 7.8 ± 2.5 7.5 ± 2.1 7.7 ± 2.3 0.74
Mean number of progressing points in the VF 6.8 ± 7.4 3.1 ± 7.9 4.0 ± 7.7 0.04
Progression at central VF (%) 54 71 33 0.0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TG = normal tension glaucoma; PACG = primary angle closure glaucoma; VF = visual field.
*Kruskal-Wallis test.

Table 2. Intercurrent characteristics of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ormal tension glaucoma, and primary angle closure glaucoma
subgroups

A B C D E

Figure 2. Representative case of a 61-year-old man with normal tension glaucoma is shown. (A) Baseline visual field at February 
2008, (B) visual field obtained at April 2009, (C) at February 2010, (D) at February 2011, (E) at March 2012. At 5 years of fol-
low-up, there was a significant central visual field progression.

영역, 하측활모양영역의 3개의 부분시야로 나누어 각각의 

부분시야에서 군집 및 각각의 비정상적인 암점에 대해 분

석을 시행하였다(Fig. 1).13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이용하여 각 

영역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였고 two-way ANOVA를 이

용하여 그룹과 각 영역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반적 및 국소적 시야진행의 기

울기(dB/year)를 구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IBM soft-

ware® (version 21.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으며,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간주하였다.

결 과

115안의 원발개방각녹내장, 123안의 정상안압녹내장, 92안

의 원발폐쇄각녹내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의 기저 

MD값은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서 -6.9 ± 4.9 dB, 정상안압

녹내장군에서 -6.7 ± 5.1 dB, 원발폐쇄각녹내장군에서 -6.5 

± 4.8 dB로 세 군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p=0.52), 

평균 시야검사 횟수는 세 군에서 비슷하였다(Table 1).

전반적인 시야진행속도의 평균 변화는 원발개방각녹내

장군에서 -0.52 ± 0.74 dB/year,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 -0.35 

± 0.41 dB/year, 원발폐쇄각녹내장군에서 -0.38 ± 0.45 dB/year

로 시야진행을 보였고,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시야의 빠른 진행 소견을 보였다(p<0.01). 원

발개방각녹내장군과 원발폐쇄각녹내장군의 차이(p=0.02)와 

원발개방각녹내장군과 정상안압녹내장군의 차이(p=0.0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정상안압녹내장군과 원발폐쇄

각녹내장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46) 

(Table 2). 빠른 진행을 보인 안들은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

서 21.8%,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 15.3%, 원발폐쇄각녹내

장군에서는 13.9%였다. 원발개방각녹내장군의 54% 안과 

원발폐쇄각녹내장군의 33% 안에서 중심부 진행 소견을 보

인 것에 비해,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는 71%의 안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중심부영역에서 진행 소견을 보였다(p=0.03) 

(Fig. 2).

원발개방각녹내장군, 정상안압녹내장군 및 원발폐쇄각녹내

장군의 기저 안압은 각각 26.8 ± 5.7 mmHg, 15.1 ± 3.2 mmHg, 

23.5 ± 4.9 mmHg (p=0.03), 치료 후 평균 안압은 각각 16.2 

± 3.2 mmHg, 12.5 ± 2.0 mmHg, 14.8 ± 2.7 mmHg로 원발

개방각녹내장군에서 제일 높았고,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 세 군의 최고 안압은 각각 27.5 ± 6.4 mmHg, 

17.4 ± 3.1 mmHg, 24.1 ± 4.7 mmHg였다(p<0.01) (Table 3). 

원발폐쇄각녹내장군에서 예방적 레이저홍채절개술 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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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G NTG PACG p-value*

Mean follow-up IOP (mmHg) 16.2 ± 3.2 12.5 ± 2.0 14.8 ± 2.7 <0.01
Peak IOP 27.5 ± 6.4 17.4 ± 3.1 24.1 ± 4.7 <0.01
IOP fluctuation 1.9 ± 0.8 1.7 ± 0.5 1.8 ± 0.6 0.56
IOP reduction (%) 37.6 ± 10.3 20.7 ± 3.5 38.4 ± 11.2 0.0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TG = normal tension glaucoma; PACG = primary angle closure glaucoma; IOP = intraocular pressure.
*Kruskal-Wallis test.

Table 3. Comparison of intraocular pressure in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ormal tension glaucoma, and primary angle closure
glaucoma subgroups

Superior arcuate Inferior arcuate Central p-value*

Scotoma enlargement (eyes, %)
POAG 25.8 ± 9.6 16.3 ± 3.8 12.5 ± 2.7 0.001
NTG 12.3 ± 4.7 9.6 ± 1.8 19.3 ± 4.5 0.015
PACG 14.1 ± 3.4 21.6 ± 5.7 11.2 ± 1.7 0.010

Scotoma deepening (eyes, %)
POAG 9.3 ± 4.1 4.2 ± 2.8 3.7 ± 4.0 0.003
NTG 3.3 ± 2.4 2.9 ± 1.7 6.8 ± 3.9 0.011
PACG 4.1 ± 1.5 5.8 ± 3.2 2.2 ± 1.1 0.00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OAG =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TG = normal tension glaucoma; PACG = primary angle closure glaucom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able 4. Comparison of local visual field progression in primary open angle glaucoma, normal tension glaucoma, and primary angle
closure glaucoma subgroups

안압은 23.5 ± 4.9 mmHg, 시행 후 안압은 18.7 ± 3.5 mmHg

였고, 안압 변화율은 20.8 ± 11.3%였다. 빠른 진행을 보인 

안들과 빠른 진행을 보이지 않은 안들에서 기저 안압, 최고 

안압과 치료 후 평균 안압을 비교하였을 때 빠른 진행을 보

인 안에서 빠른 진행을 보이지 않은 안에 비해 치료 후 평

균 안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기저 안압

과 최고 안압은 빠른 진행을 보인 안과 빠른 진행을 보이지 

않은 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37, 

p=0.83).

국소적인 시야진행이 이루어진 초기 녹내장안은 원발개

방각녹내장군의 54.8%,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 57.7%, 원

발폐쇄각녹내장군에서는 45.6%였다. 암점확대는 one-way 

ANOVA 결과 세 군에서 각 세 영역마다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원발개방각녹내장 F [2, 19]=4.53, p=0.001; 

정상안압녹내장 F [2, 19]=6.15, p=0.015; 원발폐쇄각녹내

장 F [2, 19]=5.96, p=0.01) (Table 4). Tukey HSD를 이용

한 사후검정 결과 원발개방각녹내장군은 상측활모양영역

에서,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는 중심부영역에서, 원발폐쇄

각녹내장군에서는 하측활모양영역에서 큰 암점확대를 보

였다(Fig. 3). Two-way AVONA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

여(F [4, 25]=6.54, p<0.001), 암점확대영역은 세 군 간 비슷

하지 않았다. 암점심화는 one-way ANOVA 결과 세 군에서 

각 세 영역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원발개

방각녹내장 F [2, 19]=10.13, p=0.003; 정상안압녹내장 

F [2, 19]=5.47, p=0.011; 원발폐쇄각녹내장 F [2, 19]=6.84, 

p=0.004). Tukey HSD를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원발개방각

녹내장군은 상측활모양영역에서,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는 

중심부영역에서, 원발폐쇄각녹내장군에서는 하측활모양영

역에서 큰 암점심화를 보였다. Two-way AVONA 결과 의

미 있는 차이를 보여(F [4, 25]=5.92, p<0.001), 암점심화영

역은 세 군이 비슷하지 않았다. 

고 찰

녹내장을 적절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시신경의 기능적 손

상을 반영하는 시야검사상 시야의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중심시야결손뿐 

아니라, 주변부 시야결손도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며, 상측 시야결손보다 하측 시야결손이 녹내장 환자의 시

기능에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14-16 그러므

로 녹내장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는 두 눈 시야결손의 

정도와 함께 결손 위치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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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3. Representative cases are shown. (A) Baseline visual field of a 63-year-old man with primary open angle glaucoma, (B) vis-
ual field obtained 5 years later from baseline revealed a significant scotoma enlargement at superior arcuate zone. (C) Baseline visual 
field of a 58-year-old man with normal tension glaucoma, (D) visual field obtained 5 years later from baseline revealed a significant 
scotoma enlargement at central zone. (E) Baseline visual field of a 64-year-old man with primary angle closure glaucoma, (F) visual 
field obtained 5 years later from baseline revealed a significant scotoma enlargement at inferior arcuate zone.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원발개방각녹내장, 정상안압녹

내장 및 원발폐쇄각녹내장에서 시야의 진행 속도 및 결손 

부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균 

전반적인 시야진행 속도의 변화는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서 

-0.52 ± 0.74 dB/year,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 -0.35 ± 0.41 

dB/year, 원발폐쇄각녹내장군에서 -0.38 ± 0.45 dB/year로, 

0.0 dB/year to -1.1 dB/year의 변화율을 보고한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2,17-20 Lee et al21
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서 -0.81 ± 1.0%/year, 

원발폐쇄각녹내장군에서 -2.00 ± 2.0%/year의 시야변화율

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골드만시야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

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시야진행

을 살펴보았을 때,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서 정상안압녹내

장군이나 원발폐쇄각녹내장군에 비해 평균 진행 속도가 빨

랐고, 빠른 진행을 보인 안의 비율이 높았다. 빠른 진행을 

보인 안에서 빠른 진행을 보이지 않은 안에 비해 치료 후 

평균 안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기저 안압과 최

고 안압은 빠른 진행을 보인 안과 빠른 진행을 보이지 않은 

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녹내장의 

각 군별 진행 속도 차이의 원인이 치료 후 평균 안압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녹내장에 있어 높은 안압은 

녹내장의 발병 및 진행에 중요한 요소이다.22-24 정상안압녹

내장에서 높은 기저 안압, 높은 평균 안압, 높은 최고 안압, 

큰 안압 변동폭이 시야진행과 연관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

다.25,26 원발개방각녹내장과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 의존도

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녹내장의 시야

진행 정도에 대해 예측 가능하다면 언제쯤 치료를 시작할

지, 시야검사는 얼마만큼의 주기로 할지, 또 얼마나 적극적

으로 치료할지에 대해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녹내장에서 시야의 진행은 새로운 암점이 생기거나 기존 

암점이 악화 또는 확장되거나, 또는 위 소견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발개방각녹내장군은 상

측활모양영역에서,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는 중심부영역에

서, 원발폐쇄각녹내장군에서는 하측활모양영역에서 큰 암

점확대와 암점심화가 나타나서 시야결손에 취약한 경향을 

보여 이전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27,28 Membrey et 

al29
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안압녹내

장군의 32%가 중심부 시야에서 진행을 보였음을 보고하였

다. Collaborative Normal-Tension Glaucoma Study30
에서 

시야의 MD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변화 속도를 계산하였을 

때 평균 -0.35 dB/year의 기울기가 나왔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원발개방각녹내장은 안압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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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시신경의 구조적인 취약성 및 세포자멸사에 대한 

신경절세포의 취약성 등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여 하이측 

시신경유두테의 소실이 흔하고 이에 따라 상측 시야결손이 

잘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와도 일치하

는 결과를 보였다.28 정상안압녹내장은 대부분의 안에서 손

상을 일으키지 않는 안압 하에서 시신경손상이 발생하므로 

시신경유두의 혈관관류압에 영향을 주는 전신적 혈관질환 

등 안압에 비의존적인 인자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시신

경출혈, 편두통, 레이노드 현상 등이 정상안압녹내장에서 

더 흔한 것도 이러한 혈관관류장애 및 시신경유두의 만성

혈관부전을 뒷받침하여 준다.3 따라서 정상안압녹내장에서

는 시신경유두 혈액순환의 자동조절 능력 감소가 안압 변

화 및 시신경유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류압의 불안정

성에 좀 더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다.29 Collaborative 

Normal-Tension Glaucoma Study28
에서 안압을 초기 안압

의 30% 정도로 충분히 낮추더라도 20% 정도의 환자에서

는 시야결손이 진행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정상안압녹

내장에서 안압 외에 다른 요인이 시야손상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시신경유두출혈은 정상안

압녹내장의 35.3%에서 나타나며 정상안에서는 1%에서만 

관찰되어 특이도가 높은 녹내장 진단의 지표이며, 녹내장 

진행을 나타내는 징후로 알려져 왔다.31,32 이는 허혈에 의한 

국소 망막신경섬유층결손 또는 유두함몰의 진행에 따른 기

계적인 자극이 주변 모세혈관에 작용해 출혈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3,34 De Moraes et al25
의 연구에서도 

시신경유두출혈은 녹내장의 시야손상 진행에 유의한 위험

요소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 원발

개방각녹내장군이나 원발폐쇄각녹내장군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중심부영역에서 진행 소견을 보였는데, 중심

시야장애는 주변시야장애보다 녹내장 환자에서 일상생활

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흥미로운 점은 본 연구에서 원발폐쇄각녹내장군은 하측

활모양영역에서 상측활모양영역에 비해 암점확대와 암점심

화가 더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전에 원발폐쇄각녹내장 환자

들은 하측 시야보다 상측 시야에서 더 큰 total deviation 

value를 보였다고 보고된 적 있다.35,36 다른 연구에서는 원

발개방각녹내장은 유두함몰증가, 시신경유두테의 패임 등

이 특징적이나 원발폐쇄각녹내장은 이보다는 시신경창백이 

특징적이라 하였다.37 원발폐쇄각녹내장은 전방각이 좁은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대부분 상승된 안압이 영향을 주는데, 

이는 간헐적으로 안압상승을 보일 수 있고 안압이 높게 상

승된 상태에서는 시신경이 허혈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

다. 허혈시신경병증에서는 하측 시야에서 시야결손이 많이 

일어나는데, 원발폐쇄각녹내장도 이와 같은 점에서 고안압

과 이와 관련된 허혈로 인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

다.28 원발개방각녹내장, 정상안압녹내장 그리고 원발폐쇄

각녹내장은 시각과 연관된 삶의 질에 있어 각각 다른 영향

을 받을 것이다. 상측 시야결손이 있는 경우 운전과 독서에 

어려움이 있고, 하측 시야결손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계단 

등에서 움직임이 불편하여 낙상의 위험이 크다.38,39

본 연구와 이전 연구 결과와의 차이는 대상 환자군 차이, 

연구 종류 및 임상치료 차이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녹내장 전문의에게 치료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이고, 다른 연구는 병의 인지력이 떨어지는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된 경우, 급

성폐쇄각녹내장 발작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폐쇄각녹내장 발작 기왕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고, 원발폐쇄각녹내장군은 예방적 레

이저홍채절개술을 시행 후 약물치료로 안압이 조절되는 환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치료가 시야진행 속

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의무기록 분석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라는 점, 약제 순응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원

발폐쇄각녹내장 환자 중 추가적으로 백내장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안압하강제가 

바뀌거나 안압하강제가 추가된 경우를 연구에서 제외하였

기 때문에 본 연구는 환자 일부분만의 경과를 보여주어, 본 

연구 결과를 각 녹내장의 진행 경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

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이 한 임상가로

부터 비교적 일관된 원칙에 의거하여 치료받았고, 긴 경과 

관찰 기간 동안 다수의 시야검사를 시행하여 각 녹내장군

에서의 장기간 시야진행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전반적인 시야진행을 알아보는 데 

MD를 이용했는데 이는 매체 혼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

다.40 하지만 세 군에서 나이대가 비슷하고 시력 차이가 없

었으므로 백내장 정도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은 적다. 

MD가 total deviation probability map에서 계산된 수치인 

것에 비하여 visual field index (VFI)는 MD값이 -20 dB 이

상인 시야검사 결과에서는 pattern deviation probability 

map에서 분석되므로 백내장과 같은 매체 혼탁에 덜 영향을 

받아 고연령 집단에서 발생한 시야결손의 원인이 백내장 

때문인지 혹은 녹내장 때문인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녹내장이 점차 진행하

면서 전반적인 시야결손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pat-

tern deviation probability map을 이용하여 점수를 계산하는 

VFI는 어느 정도 녹내장의 진행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본 연구는 MD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41,42



67

-김중희 외 : 개방각 및 폐쇄각녹내장의 시야진행-

본 연구 결과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서 정상안압녹내장

군이나 원발폐쇄각녹내장군에 비해 더 빠른 시야진행을 보

였고,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서는 상측활모양영역에서, 정

상안압녹내장군에서는 중심부영역에서, 원발폐쇄각녹내장

군에서는 하측활모양영역에서 큰 암점확대와 암점심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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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원발개방각녹내장, 정상안압녹내장 및 원발폐쇄각녹내장에서 

시야진행의 비교 연구

목적: 원발개방각녹내장, 정상안압녹내장 및 원발폐쇄각녹내장 환자에서 시야 진행의 패턴, 속도 및 위치에 대해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15안의 원발개방각녹내장, 123안의 정상안압녹내장, 92안의 원발폐쇄각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

을 시행하였다. Mean deviation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시야진행 속도를 분석하였고, 국소적인 시야진행은 암점확대와 암점심화로 나

누어 각 군별로 상측활모양영역, 하측활모양영역, 중심부영역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평균 전반적인 시야진행속도의 변화는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서 -0.52 ± 0.74 dB/year,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 -0.35 ± 0.41 
dB/year, 원발폐쇄각녹내장군에서 -0.38 ± 0.45 dB/year로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빠른 진행 소견을 보였

다(p＜0.01). 원발개방각녹내장군은 상측활모양영역에서, 정상안압녹내장군은 중심부영역에서, 원발폐쇄각녹내장군은 하측활모양영

역에서 큰 암점확대와 암점심화를 보였다. 

결론: 원발개방각녹내장군에서는 상측활모양영역에서, 정상안압녹내장군에서는 중심부영역에서, 원발폐쇄각녹내장군에서는 하측활

모양영역에서 큰 시야진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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