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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정도가 다른 양안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두 눈의 사상판 깊이 비교

Inter-eye Comparison of the Lamina Cribrosa Depth in Patients with 
Bilateral Normal-tension Glaucoma with Asymmetric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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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lamina cribrosa depth (LCD) and the severity of glaucomatous damage in pa-
tients with normal-tension glaucoma (NTG). 
Methods: The optic nerve heads (ONHs) of patients with bilateral NTG showing asymmetrical damage were scanned using 
spectral-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LCDs were measured on ONH horizontal B-scan images at three locations 
equidistant across the vertical optic disc diameter and compared between the more damaged and contralateral eyes.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ocula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more severe damage be-
tween the eyes.
Results: One hundred and four eyes of 52 patients with bilateral NTG were included. The mean age was 66.0 ± 15.0 years; there 
were 31 males and 21 females. The more damaged eyes exhibited a higher baseline intraocular pressure (IOP) (p < 0.001), a thin-
ner global retinal nerve fiber layer thickness (p < 0.001), and worse visual field mean deviation (p < 0.001) and a pattern standard 
deviation (p < 0.001), than the contralateral eyes. In contrast, we found no significant inter-eye difference in either the spherical 
equivalent or the axial length. The average LCD was significantly larger in the more damaged eyes (529.4 ± 116.7 vs. 482.9 ±
107.5 μm, p < 0.001). On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higher the baseline IOP (p = 0.006) and the larger the LCD 
(p = 0.003), the higher the risk of having more severe damage compared to the contralateral eye under similar systemic conditions. 
Conclusions: The LCD was significantly larger in the more damaged eyes of patients with bilateral NTG, suggesting that LC de-
formation might be associated with glaucomatous ONH damage in NTG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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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외 : 정상안압녹내장에서 사상판 깊이의 비교-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이 정상 범위이면서 녹내장의 특

징적인 진행성 시신경 손상과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을 보이

는 질환이다.1,2 
고안압녹내장과 비교하여, 정상안압녹내장

에서는 안압과 관련된 기계적인 손상보다는 혈압, 자가면

역, 생체역학요인(biomechanical factor) 등의 전신 인자들

이 시신경 손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제기되어 왔

다.3,4 하지만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도 안압이 높을수록 

녹내장의 발병 위험이 높고,5 안압하강 치료가 시신경 손상

의 진행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6 정상안압녹내장에서도 안

압과 관련된 사상판의 기계적인 손상 및 변형이 시신경 손

상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4,5 
사상판은 표층신경섬유층, 사상판전층과 함께 시신경유

두를 이루는 그물모양의 교원질 판으로, 망막 신경절 세포

(retinal ganglion cell, RGC)의 축삭(axon)이 통과하는 구조

물이다. 사상판의 변형은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7-9 사상판경유압력차(trans-lamina 
cribrosa pressure difference = intraocular pressure - intra-
cranial pressure) 및 사상판의 탄성 특성(elastoplastic prop-
erty of lamina cribrosa)에 의해 결정되는 사상판의 형태는

10 
녹내장 환자에서 정상인과 비교하여 깊어진다고 알려져 있

다.11 이러한 사상판의 깊어짐은 사상판을 지나는 RGC axon
의 axonal transport를 저해시키고, 성상교세포에 의한 결합 

조직의 변형 등의 과정을 통해 RGC의 손상을 촉진시킴
12
과 

동시에
 
사상판 내의 모세혈관에서 인접한 RGC axon으로의 

영양분 확산을 방해함으로써,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을 유발

하고 진행을 촉진시킬 것으로 추정된다.7

Enhanced depth imaging (EDI) 방법을 이용한 스펙트럼

영역 빛간섭단층촬영(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
mography, SD-OCT)의 발달로 사상판 조직의 세밀한 영상

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녹내장 환자에서 사상판의 미세 구조

와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가능

해졌다. 고안압녹내장 뿐만 아니라,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

서도 정상인과 비교하여 사상판이 깊고,11 사상판의 변형이 

녹내장의 발생과 관련이 있어, 치료 전 안압이 정상 범위인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도 사상판의 형태학적 변형이 시

신경 손상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이 제기되

었다.5 하지만 현재까지 정상안압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사상판의 형태와 녹내장 중등도와의 상관성을 확인한 연구

는 없었다.
고안압녹내장과 비교하여,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의 시신

경 손상에는 전신 혈압(특히, 야간 저혈압) 등의 전신 위험

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13,14 또한 비슷한 

시신경 손상을 가진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도 사상판의 

변형 정도 및 전신 인자의 특성이 다르다.15 이러한 연구 결

과를 고려할 때,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의 시신경 손상과 관

련된 안인자 분석에서는 환자 개별의 특성 및 전신 위험인

자의 보정이 중요하지만, 정상안압녹내장 환자들의 개인 

간 비교 연구에서 이러한 전신 인자 보정은 현실적으로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안의 시신경 손상

의 정도가 다른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개인 내 양안 비

교를 통해 녹내장의 중등도와 관련된 안인자를 비교 분석

하는 것은 정상안압녹내장의 병인과 관련된 전신 인자가 

보정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신경 손

상의 정도가 다른 양안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양안의 

사상판 깊이(lamina cribrosa depth, LCD)를 비교하고, 시신

경 손상의 정도와 LCD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본원 안과에 내원한 양안 

정상안압녹내장 환자 중에, 양안의 시신경 손상의 중등도가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SD-OCT를 이용한 horizontal optic 
nerve head (ONH) B-scan 및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였다. 본 연구는 강원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 번호 2021-11-005로 심의 

승인을 받았으며,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에 의

거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이 21 mmHg 이하이면서 전방각은 

열려 있고,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이에 따른 시야결손이 

동반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녹내장의 중증도는 시야검사의 

mean deviation (MD)값을 기준으로, 1) 초기(MD > -6 dB), 
2) 중기(-6 dB ≥ MD ≥ -12 dB), 3) 말기(MD < -12 dB)의 

세 단계로 정의하였다.16-18 양안의 정상안압녹내장 환자 중 

양안 시야결손의 중등도가 서로 다르면서 양안의 MD 차이

가 3 이상인 환자들을 연구에 포함시켰다.19

시야검사는 험프리 자동시야계(Humphrey® visual field 
analyzer 740i, Carl Zeiss Meditec Inc., Dublin, CA, USA)
의 Central 24-2 SITA-standard strategy를 이용하여 두 번 

이상 시행하였다. 가양성 15%, 가음성 15%, 주시 상실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야검사의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녹내장성 시야 결손은 1) pattern deviation plot
에서 궁상 영역에 있는 3개 이상의 점의 역치(mean sensi-
tivity)가 정상의 5% 미만으로 나타나고 그중 한 점이 1% 
미만일 때, 또는 2) glaucoma hemifield test에서 outside 
normal limits가 두 번 연속으로 나타날 때, 또는 3) cor-
rected pattern standard deviation (PSD)이 정상의 5% 미만

으로 나타날 때로 정의하였다.20-22 안압이 21 mmHg보다 

높거나, 폐쇄각녹내장 및 이차녹내장, 시신경염이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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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Measurement of the lamina cribrosa (LC) depth (LCD). (A) Fundus image showing an eye with three lines indicating the 
levels of the horizontal B-scan images spaced equidistantly across the vertical optic disc diameter. (B) The LCD (red double-headed 
arrow) was measured in the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reference line connecting the two Bruch's membrane opening points at the 
maximally depressed point of the anterior LC surface. 

비녹내장성 시신경병증, 시야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병변이 있는 경우, 안압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막질

환이 있는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저안압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의 안압으로 정의하였다. 

초진 시 안압하강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소견서

상 약물치료 전 안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을 분석에 포

함하였다.23 OCT 검사 시 안압은 SD-OCT를 이용한 hori-
zontal ONH B-scan을 시행하는 날과 동일한 날에 측정한 

안압으로 정의하였다. 
LCD는 두 명의 숙련된 연구자가 환자들의 임상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Heidelberg Eye Explorer 소프트웨어

(version 1.5.12.0)에 내장된 caliper tool (draw region)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ONH horizontal B-scan 영상은 숙련된 검사자

들이 스펙트럼영역 빛간섭단층촬영(Heidelberg Engineering, 
Heidelberg, Germany)의 EDI 방법을 이용하여 얻었다.24 
ONH의 수직 거리가 동일한 3개의 위치(plane 1부터 3까지)
에서 얻은 3개의 horizontal B-scan 영상에서 LCD를 측정하

였다. LCD는 Bruch’s membrane opening (BMO)의 가장자리

를 연결하는 기준선에서 사상판의 앞쪽 표면까지의 최대 수

직 거리로 정의하였다(Fig. 1).5,25 사상판의 앞쪽 표면이 명확

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35 μm 정도 차이 나는 그 

다음 단면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OCT 이미지의 quality 
score가 15를 넘는 경우만 포함하였고, BMO나 사상판의 앞

쪽 표면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평균 LCD는 plane 1-3에서 측정한 값의 평균값으로 

정의하였고, 두 명의 연구자가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두 연구자 간의 측정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해 

95% Bland-Altman limits of agreement를 이용하였다.5,25 
모든 자료들은 평균값 ± 표준편차로 표기하였다. 양안의 

안인자(ocular factor) 비교 분석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녹내장 중등도와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였다. 손상

이 심한 눈 그룹과 반대 눈 그룹에서 LCD와 관련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

용하였다. 다중비교에 의한 위발견율(false discovery rate)의 

보정은 Benjamini-Hochberg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

들 간의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
flation factor)를 이용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변수 중 p값이 

0.1 이하인 변수들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IBM® version 22.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결 과

총 52명의 양안 정상안압녹내장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

었다(Table 1).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6.0 ± 15.0세(30-86세)
였고, 남자는 31명(59.6%)이었다. 기저안압은 시야결손이 심

한 눈과 반대 눈 각각 15.3 ± 3.5 mmHg (9-21 mmHg), 13.8 
± 3.2 mmHg (8-20 mmHg)으로 시야결손이 심한 눈이 더 

높았다(p<0.001). 하지만, OCT 검사 시 측정한 안압은 시야

결손이 심한 눈과 반대 눈 각각 13.1 ± 3.3 mmHg (8-19 mmHg), 
13.0 ± 2.8 mmHg (7-20 mmHg)으로 두 눈의 차이는 없었다

(p=0.769). 두 군의 중심각막두께, 구면대응수치 및 안축장 

길이의 차이는 없었다(p>0.10). 두 군의 시야검사 MD 차이

는 14.41 ± 5.16 dB로, 시신경 손상이 심한 눈이 반대 눈과 

비교하여 시야검사의 MD 값이 낮고(-10.68 ± 6.55 vs. -3.67 
± 4.05 dB, p<0.001), PSD 값은 컸고(8.26 ± 3.75 vs. 3.76 
± 3.04 dB, p<0.001),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도 얇았다(65.4 ± 
15.2 vs. 82.5 ± 15.7 µm, p<0.001).

LCD 측정에서 두 측정자 간의 Bland-Altman 95% 일치

도 범위는 -14.7 to 21.1 µm였다. 평균 LCD는 시신경 손상

이 심한 눈이 반대 눈보다 컸다(529.4 ± 116.7 vs. 482.9 ± 
107.5 μm, p<0.001, Fig. 2A). 영역별 비교에서도 3개의 측

정 위치 모두에서 손상이 심한 눈의 LCD가 반대 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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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re damaged eye Less damaged eye p-value*

Age (years) 66.0 ± 15.0 -
Sex (female) 21 (40.4) -
Difference in MD between eyes (dB) 14.41 ± 5.16 -
Diabetes mellitus 15 (28.8) -
Hypertension 19 (36.5) -
Family history of glaucoma  7 (13.4) -
Cold extremities 21 (40.3) -
Migraine  7 (13.4)
SBP (mmHg) 126.4 ± 15.7
DBP (mmHg) 78.4 ± 13.4 -

-
-

Baseline IOP (mmHg) 15.3 ± 3.5 13.8 ± 3.2 <0.001
IOP at OCT imaging (mmHg) 13.1 ± 3.3 13.0 ± 2.9 0.769
Difference in IOP between baseline and imaging (mmHg) 2.3 ± 3.9 0.7 ± 4.5 0.002
Spherical equivalent D (D) -0.88 ± 2.90 -0.67 ± 2.55 0.392
Central corneal thickness (μm) 551.4 ± 55.7 541.2 ± 44.4 0.137
Axial length (mm) 24.18 ± 1.78 24.17 ± 1.77 0.831
Global RNFL thickness (μm) 65.4 ± 15.2 82.5 ± 15.7 <0.001
Automated perimetry (dB)

MD -10.68 ± 6.55 -3.67 ± 4.05 <0.001
PSD 8.26 ± 3.75 3.76 ± 3.04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MD = mean deviation;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IOP = intraocular pressure; OCT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D = diopters;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PSD = pattern standard deviation. 
*p-value by paired t-test.

A B

Figure 2. Inter-eye comparison of lamina cribrosa depth (LCD) in three horizontal optic nerve head B-scan images between the eyes 
with asymmetrical severity in bilateral normal tension glaucoma patients. (A) Scatter plots show that more damaged eyes had a deep-
er LCD than did contralateral eyes. The red lines indicate equivalence between more damaged eyes and less damaged eyes. (B) 
LCDs were deeper at all three planes in eyes with more damage than contralateral eyes (all p < 0.05). In figure (B), scale bar and 
‘*’ indicates standard error of mean and p-value less than 0.05, respectively.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 = 52)

컸다(Fig. 2B, Table 2, p<0.002). LCD과 관련된 인자 분석

에서 시신경 손상이 심한 눈 그룹과 반대 눈 그룹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안인자는 없었다(Table 3). 
단변량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LCD가 클수록

(odds ratio [OR] 1.023, 95% confidence interval [CI] 

1.009-1.03, p=0.001), 기저안압이 높을수록(OR 1.752, 95% 
CI 1.230-2.496, p=0.002) 녹내장이 심할 위험이 높았다. 다
변량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기저안압이 높을수

록(OR 1.758, 95% CI 1.178-2.624, p=0.006), LCD가 클수

록(OR 1.028, 95% CI 1.009-1.047, p=0.003) 녹내장이 심할 



450

-대한안과학회지  2022년  제 63 권  제 5 호-

LCD (μm)
p-value†

More damaged eye Less damaged eye Absolute difference*

Plane Location
Superior 578.9 ± 125.8 528.5 ± 116.9 50.0 ± 65.0 <0.001
Central 509.69 ± 130.3 458.8 ± 113.2 51.0 ± 82.0 <0.001
Inferior 499.9 ± 114.6 461.3 ± 106.7 39.0 ± 79.0 0.002
Average 529.4 ± 116.7 482.9 ± 107.5 46.0 ± 63.0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Bonferroni correction was applied to raw data for measurements in the three planes. 
LCD = lamina cribrosa depth.
*Absolute Difference = absolute difference of LCD between the two eyes; †p-value was calculated by using paired t-test. Values significant af-
ter Bonferroni correction (p < 0.017; 0.05/3).

Variable
More damaged eye Less damaged eye

Univariate Univariate
Beta p-value Beta p-value

Age (per 1-year older) -1.815 0.267 -2.110 0.168
Sex (female) -32.030 0.432 -15.730 0.630
SBP (mmHg) -0.115 0.842 0.781 0.513
DBP (mmHg) 0.731 0.590 1.513 0.253
Diabetes mellitus 18.636 0.631 -20.128 0.623
Hypertension -31.148 0.243 -42.341 0.312
Baseline IOP (mmHg) -4.294 0.345 -1.974 0.678
IOP at examination (mmHg) -6.157 0.288 -4.768 0.307
Spherical equivalent (D) -4.307 0.450 -10.297 0.091
CCT (μm) 0.094 0.743 0.178 0.608
AXL (mm) 3.324 0.753 8.550 0.346
Global RNFL thickness (μm) 0.364 0.730 -0.146 0.881
Visual field MD (dB) 1.344 0.582 4.302 0.249
Visual field PSD (dB) 0.576 0.893 -4.488 0.368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IOP = intraocular pressure; D = diopters; CCT = central corneal thickness; 
AXL = axial length;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MD = mean deviation; PSD = pattern standard deviation.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the lamina cribrosa depth in bilateral normal-tension glaucoma patients showing more damage in one
eye (n = 52)

Variable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Baseline IOP (per 1 mmHg higher) 1.752 1.230-2.496 0.002 1.758 1.178-2.624 0.006
IOP at imaging (per 1 mmHg higher) 0.965 0.763-1.220 0.766
Spherical error (per 1 D larger) 0.882 0.639-1.215 0.442
CCT (per 1 μm thicker) 1.012 0.996-1.028 0.134
Axial length (per 1 mm longer) 1.288 0.079-21.090 0.859
Average LCD (per 1 μm deeper) 1.023 1.009-1.037 0.001 1.028 1.009-1.047 0.003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IOP = intraocular pressure; D = diopters; CCT = central corneal thickness; LCD = lamina cri-
brosa depth. 
*Variables with p < 0.1 in the univariate analysis were included in the multivariate model; †p-value was calculated by conditional logistic re-
gression analysis. 

Table 4. Ocula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e more damaged eye between eyes in bilateral normal-tension glaucoma patients (n = 52)

Table 2. Inter-eye comparison of the lamina cribrosa depth between eyes with asymmetrical severity in bilateral normal-tension glau-
coma patients (n = 52)

위험이 높았다(Table 4). Fig. 3은 양안 정상안압녹내장 환

자에서 시신경 손상이 심한 눈이 반대 눈과 비교하여 LCD
가 더 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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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ure 3. A case of an 88-year-old female with bilateral asymmetric normal-tension glaucoma based on the mean deviation (MD) on 
the Humphrey visual fields test (-1.55 dB in the right eye [D] and -7.28 dB in the left eye [H], respectively). Her baseline intraocular 
pressure was 16 mmHg in the right eye and 14 mmHg in the left eye, respectively. Disc photos (A, E), peripapillary retinal nerve 
fiber layer (RNFL) thickness profiles (C, G), and visual field pattern deviation plots (D, H) confirmed that her left eye had more 
damaged optic nerve head than the contralateral right eye. Note that lamina cribrosa depth (red double-headed arrows in the B, F) 
was significantly deeper in the eye with more damage (F, 455 μm) than the contralateral eye (B, 369 μm). TEMP = temporal; SUP 
= superior; NAS = nasal; INF = inferior; GHT = glaucoma hemifield test; PSD = pattern standard deviation. 

고 찰

시신경 손상의 정도가 다른 양안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

서 시신경 손상이 더 심한 눈이 반대 눈과 비교하여 LCD가 

컸다. 또한, 동일한 전신 인자를 가진 개인 내에서 기저안압

이 높을수록, LCD가 클수록 시신경 손상이 더 심할 위험이 

높았다. 이는 안압이 정상 범위인 정상안압녹내장에서도 안

압 및 사상판의 변형이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관련이 있

고, 비슷한 전신 조건에서 안압이 높을수록, LCD가 클수록 

시신경 손상이 더 심할 위험이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양안의 중등도가 다른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의 

개인 내 양안 비교를 통해 녹내장 중등도와 관련된 안인자

를 분석하였고 이는 비교 군 간의 전신 인자를 보정하였다

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고안압 녹내장과 비교하여 안압

이 정상 범위에서도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

장은 전신 혈압 및 시신경의 국소 관류 부전 등의 시신경의 

허혈성 손상이 병리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

된다.5 단안의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녹내장 안의 시신

경유두 주위 미세 관류 부전의 빈도가 높고, 시신경유두 주

위 위축(beta zone parapapillary atrophy)이 더 넓으며, 시신

경유두 주위 맥락막두께도 얇았다.26 Lee et al15
은 시신경 

손상의 정도가 비슷한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도 개별의 

사상판 변형 및 전신 위험인자가 다양한 특성을 보고하였

다. 사상판의 변형이 뚜렷하지 않은 녹내장 환자는 변형이 

심한 환자와 비교하여 치료 전 안압과 전신 혈압이 낮고, 
시신경유두 주위 위축 및 미세 관류 부전을 보이고, 시신경

유두 주위 맥락막두께가 얇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비슷한 

시신경 손상을 보이는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도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기전이 다르고, 사상판의 변형 정도 역시 

다양함을 시사하고, 사상판의 변형이 단순히 녹내장성 시

신경 손상의 결과는 아닐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의 시신경 손상의 위험 인자를 분

석하기 위한 개인 간 비교를 통한 연구는 혈압 등의 전신 

위험인자를 보정해야 하지만, 개별 환자의 비교는 현실적

으로 전신 위험인자 보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LCD는 안압에 인한 사상판의 기계적인 손상 및 이로 인

한 변형을 반영하는 지표로, 많은 연구들에서 LCD와 녹내

장과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Park et al17
은 고안압녹내장

을 포함한 개방각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성별과 연령이 동일한 분포를 가진 개방각녹내장 환자 그룹

에서 시신경 손상이 더 심한 환자의 LCD가 더 크다고 하였

다. Kim et al27
은 단안의 개방각녹내장 환자에서 시야결손

이 있는 눈 뿐만 아니라 반대안에서도 LCD가 정상인과 비

교하여 크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치료 전 안압이 정상 범위

인 양안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시신경 손상의 중등도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개인 내 양안의 LCD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LCD는 시신경 손상이 더 심한 

눈(529.4 ± 116.7 μm)과 반대 눈(482.9 ± 107.5 μm) 모두 

건강한 한국 성인의 LCD (402.06 ± 101.46 μm)25
보다 큰 

경향을 보였고, 녹내장이 심한 눈의 LCD가 반대 눈과 비교

하여 더 컸다. 이는 단안의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녹내

장안의 LCD가 정상안의 LCD보다 더 컸던 기존 연구
5
의 결

과와도 상응하며, 고안압 녹내장 뿐만 아니라 안압이 정상 

범위인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도 사상판의 변형이 시신

경 손상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고안압녹내장 환자를 포함한 개방각녹내장 환자(안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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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2-55 mmHg)에서 안압과 LCD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

고,28 수술적 치료를 통해 성공적으로 안압이 하강된 환자

(수술 전 안압 27.4 ± 9.0 mmHg, 수술 6개월 후 안압 9.7 
± 3.1 mmHg)에서 수술 후 LCD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LCD 감소는 안압하강 정도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29 
그러나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는 안압하강 정도와 사상

판의 변형 정도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30 본 연구에서도 

고안압녹내장 환자와 달리, 안압과 LCD 간의 상관성은 확

인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정상안압녹내장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포함된 환자들의 안압 범위가 

좁아서 안압과 LCD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두 눈 중에 LCD가 크고, 기저안압이 높은 

눈에서 녹내장이 심할 위험이 높았다. 이는 단안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에서 사상판 변형이 큰 눈에서 녹내장 발병의 

위험이 높았던 기존 연구와 상응하는 결과로,5 안압이 정상 

범위인 정상안압녹내장에서도 사상판의 후방 변형이 녹내

장성 시신경 손상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사상판의 형태와 시신경 손상의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사

상판의 형태와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의 상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정상안압녹내장에서 LCD가 

클수록 예후가 나쁠 것이라는 가설이다. 두 번째는 사상판

의 후방 변형이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에 따른 이차적인 변

화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LCD는 시신경 손상이 심한 눈

에서 더 컸지만, 시신경 손상이 심한 눈 그룹과 반대 눈 그

룹 내에서 LCD와 시신경 손상의 정도(retinal nerve fiber 
layer [RNFL] thickness and visual field indices) 간의 상관

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RNFL 손실이 사상판

의 변형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설명하는 결과

이다. 기존의 녹내장 동물 실험 모델에서 사상판의 변형이 

RNFL 손실보다 먼저 발생하고,31 비녹내장성 시신경병증 

환자의 사상판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형태학적 차이가 없었

던 연구 결과
32-34 역시 사상판의 변형이 시신경 손상에 따

른 이차적인 결과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
지만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정상안압녹내장 환

자에서 시신경 손상과 사상판 변형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 번째로 환자들

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단면 연구로 LCD가 큰 

눈이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에 더 취약한 것인지,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더 큰 눈에서 이차적으로 LCD가 커진 것인

지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한 인과

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빛간섭

단층촬영술 기계에는 아직 LCD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소프

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 수동으로 측정해야 하므로, 
측정자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측정자 간 Bland-Altman 일치도 분석 결과에서 95% 일치

도 범위는 -14.7 to 21.1 µm로 높은 일치율을 보였고, 손상

이 심한 눈과 반대 눈의 LCD의 차이(46.0 ± 63.0 µm)는 측

정 오차를 넘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본 연구 결과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는 안압하강 치료 중인 환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LCD가 

안압하강 치료로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30,35 본 연구에

서 시신경 손상이 심한 눈이 반대 눈보다, LCD가 더 크고, 
안압하강 정도도 더 컸다. 이는 치료 전 LCD 역시, 녹내장

이 심한 눈이 반대 눈과 비교해서 더 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에, 안압하강 치료가 본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안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

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더 심한 눈이 반대 눈과 비교하

여 LCD가 더 컸고, LCD가 큰 눈이 반대 눈과 비교하여 시

신경 손상이 심할 위험이 높았다. 이는 기저안압이 정상 범

위인 정상안압녹내장에서도 사상판의 변형이 시신경 손상

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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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손상 정도가 다른 양안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두 눈의 사상판 깊이 비교

목적: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시신경 손상의 중등도와 사상판 깊이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손상 정도가 다른 양안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양안의 optic nerve head (ONH) horizontal B-scan 영상을 얻었다. 

ONH의 수직 거리가 동일한 3개의 위치에서 사상판 깊이를 측정하였다. 시야결손 중등도에 따라 결손이 심한 눈 군과 결손이 경한 

눈 군으로 나누어 두 군의 LCD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녹내장 예후와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였다.

결과: 환자 52명, 총 104안이 포함되었다. 평균 연령은 66.0 ± 15.0세였고, 남자 31명, 여자 21명이었다. 시야결손이 심한 눈은 반대 

눈보다, 기저안압이 높고(p＜0.001), 망막신경섬유층 두께가 얇고(p＜0.001), 시야검사의 mean deviation 값이 낮고(p＜0.001), 

pattern standard deviation이 컸다(p＜0.001). 양안의 구면대응수치 및 안축장 길이의 차이는 없었으나, 시야결손이 심한 눈의 사상

판 깊이가 반대 눈보다 컸다(529.4 ± 116.7 vs. 482.9 ± 107.5 μm, p＜0.001).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기저안압이 높을수록

(p=0.006), LCD가 클수록(p=0.003) 녹내장이 심할 위험이 높았다.

결론: 양안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 시신경 손상이 더 심한 눈의 LCD가 더 컸다. 이는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서도 사상판의 변형이 

시신경 손상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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