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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간섭단층촬영 Guided Progression Analysis의 안구회선 

보정 전후 차이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Compensating for Cyclotorsion

by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Guided Progression Analysis

신정화ㆍ황영훈

Jeong Hwa Shin, MD, Young Hoon Hwang, MD, PhD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Purpose: This study evaluated the difference in parameters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Guided Progression Analysis (GPA) to compensate for cyclotorsion during image acquisition.

Methods: Among glaucomatous eyes with ≥4 OCT tests, eyes with correction for cyclotorsion in GPA printouts defined as rotated 

OCT fundus images were included. The degree of cyclotorsion (i.e., the degree of fundus image rotation), direction of cyclo-

torsion (incyclotorsion or excyclotorsion), difference in optic nerve head (ONH) parameters, and retinal nerve fiber layer (RNFL) 

thickness before and after correction were analyzed.

Results: Correction for cyclotorsion was seen in 33 of the 401 eyes (12.2%). Incyclotorsion was observed in 16 eyes (48.5%) 

and excyclotorsion in 17 (51.5%). The mean degree of cyclotorsion was 5.5 ± 2.3 degrees. The ONH parameters were un-

changed after correcting for cyclotorsion. The mean overall, inferior, and superior quadrant RNFL thicknesses were 73.6 ± 14.8, 

79.3 ± 26.3, and 90.1 ± 24.7 μm before correction and 73.6 ± 14.9, 79.6 ± 26.6, 89.7 ± 24.8 μm afterwards (p > 0.05). The differ-

ence in RNFL thickness after correction ranged from 0 to 6 μm.

Conclusions: The difference in RNFL thickness before and after cyclotorsion correction by GPA was not large. GPA did not cor-

rect the ONH parameters induced by cyclotorsion. Regarding this, GPA algorithm improvements may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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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망막신경섬유층 섬유와 망막신경절세포가 손

상되면서 시야결손이 생기는 진행성 시신경병증이다. 따

라서 녹내장의 진단에 망막신경섬유층과 망막신경절세포

의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다. 빛간섭단층촬영(optical coher-

ence tomography, OCT)은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과 황반부 망막신경절세포의 두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장비로 높은 재현성과 우수한 녹내장 진단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하지만 머리 기울임,
6-9

 신호 강도,
10

 

근시,
11

 유리체 혼탁,
12

 구조물 경계 설정 오류
13,14

 등 여러 

요인이 빛간섭단층촬영검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머리 기울임은 빛간섭단층촬영검사 시 이마와 턱이 검사 

장비에 정확하게 같은 곳에 위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 

유발 원인의 한 종류로, 머리가 기울어지면 안구도 함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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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 또는 외회선되고 이에 따른 영상의 회전이 여러 측정

치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9

 또한 머리 기

울임 외에 사시나 안구진탕에 의해서도 안구의 회선이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빛간섭단층촬영검사 중 발생하는 안

구의 회선을 장비가 자동으로 보정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되

었지만 실제로 검사 중 안구의 회선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지, 보정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진 바가 적다.
6-9

 이번 

연구에서는 빛간섭단층촬영 장비에 내장된 프로그램으로 

검사 중 발생하는 안구회선을 보정하기 전후의 지표가 어

느 정도 다른지 알아보기로 한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후 시행되었으며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에 의한 연구

이기 때문에 동의서는 면제받았다(2022-01-041). 또한 헬싱

키 선언에 의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다. 2021년 12월

에 본원 안과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시력 측정, 

골드만압평안압계를 이용한 안압 측정, 세극등현미경을 이

용한 전안부검사, 안저 사진을 이용한 안저검사, Humphrey 

Field Analyzer (Carl Zeiss Meditec, Dublin, CA, USA)를 

이용한 자동시야검사 그리고 빛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한 시

신경유두지표 및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측

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 기준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시신경유두 및 망막신경섬유층검사에

서 시신경테가 얇거나, 망막신경섬유층 결손이 있고 그 양

상이 녹내장성 변화와 부합하는 경우, 빛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해서 시신경유두주위검사를 4회 이상 시행받은 사람으

로 하였고, 빛간섭단층촬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안부, 

수정체, 유리체의 혼탁이 있는 경우, 경과 관찰 중 안과 수

술을 시행받은 경우, 녹내장 이외의 다른 시신경병증이 있

는 경우, 빛간섭단층촬영 영상에서 망막신경섬유층의 경계

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빛간섭단층촬영은 Cirrus HD-OCT (Carl Zeiss Meditec, 

Dublin, CA, USA)를 이용하여 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일한 검사 장소와 조명에서 시행하였다. 검사 시에 먼저 환

자의 이마와 턱을 검사 장비의 정해진 곳에 밀착하여 고정

하도록 하고 optic disc cube scan 기능을 이용하여 스캔의 

중심을 시신경유두 중심에 두고 6×6-mm
2
 영역의 영상을 

얻었다. 빛간섭단층촬영에 내장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시신

경유두의 중심 및 경계, 시신경테의 경계, 망막신경섬유층

의 앞쪽 및 뒤쪽 경계를 자동으로 구분하여 시신경유두 면

적, 시신경테 면적, 전체 시신경유두함몰비, 수직 시신경유

두함몰비, 시신경유두함몰 부피, 망막신경섬유층 두께가 자

동으로 산출되어 표시된다. 

Cirrus HD-OCT에는 반복 측정한 검사의 변화 유무 판단

을 위해서 Guided Progression Analysis (GPA)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GPA는 처음 두 번의 검사를 기본으로 설정

하고 이후의 측정치를 측정치 간 변동의 범위를 벗어나거

나(event-based analysis) 추세의 기울기가 유의한 경우(trend-

based analysis) 의미 있는 변화로 자동으로 판단한다. 이때,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한 수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GPA가 

후속 스캔의 위치를 보정하는데 “R1” 방식의 경우, 스캔의 

중심(시신경유두 중심) 위치를 이전 검사와 같도록 보정하

고, “R2” 방식의 경우, 스캔의 중심 위치뿐만 아니라 빛간

섭단층촬영 안저 영상의 회전도 함께 보정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어떤 경우에 “R2” 방식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보정하는지, 어느 정도의 회전까지 보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또

한 GPA가 분석 중 안구회선을 보정했는지 여부를 따로 나

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GPA가 안구회선을 

보정한 경우’를 ‘GPA 결과에서 안저 영상의 기울임이 있는 

경우’로 임의로 정하였다. 그러면 GPA 결과의 안저 영상 

회전을 통해서 안구회선의 보정이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

로 어느 정도 보정되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Fig. 1). 

예를 들어, 검사 중 안구가 내회선되었고 이를 GPA가 보정

했다면 GPA 검사 결과에서는 빛간섭단층촬영 안저 영상이 

외회선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GPA의 안저 영상에서 안구회선 보정을 위한 영상의 회전

이 나타나는 경우를 관찰 대상으로 하였다. 같은 눈의 여러 

검사 중 두 번 이상의 검사에서 안구회선 보정이 관찰된 경

우, 가장 회선이 큰 검사를 선택하였다. 안구회선 보정이 

관찰된 경우, 1) 회선의 정도는 빛간섭단층촬영 안저 영상

의 기울어진 정도로 정의하고 Image J softwar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를 이용하여 그 

각도를 측정하였고(Fig. 2), 2) 회선의 방향(보정의 반대 방

향)을 내회선, 외회선으로 구분하였고, 3) 회선을 보정하기 

전의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및 시신경유두지표(thickness 

map, deviation map, thickness curve, sector map이 표시되

는 “optic nerve head［ONH］and retinal nerve fiber layer

［RNFL］oculus uterque [OU] analysis mode”에서 나온 

결과), 4) 회선을 보정한 후의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및 시

신경유두지표(GPA에서 나온 결과)를 분석하였다. GPA에

서는 여러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지표 중 전체 평균 두께, 

하측 사분면 및 상측 사분면 두께, 시신경유두지표 중 시신

경테 면적, 전체 시신경유두함몰비, 수직 시신경유두함몰

비, 시신경유두함몰 부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Fig. 1). 영상 중 신호강도가 6 미만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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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 example of RNFL thickness and ONH analysis in “GPA” mode (with cyclotorsion compensation, top) and “ONH and 

RNFL OU analysis” mode (without cyclotorsion compensation, bottom). Fundus image rotation is observed in the exams 3, 4, 5, 

6, and 7. Superior and inferior quadrant RNFL thicknesses were 150 and 88 µm in the exam 6 (red arrows). After the compensation 

of cyclotorsion using the GPA, superior and inferior quadrant RNFL thicknesses were 148 and 94 µm, respectively (within red box). 

OD = oculus dexter; OS = oculus sinister;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ONH = optic nerve head; SS = signal strength; OU 

= oculus uterque.

유리체 혼탁, 구조물 경계 설정 오류가 있는 경우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안구회선의 방향 및 정도의 빈도를 분석하고, 보정 전후

의 시신경유두지표 및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차이를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선의 정도 및 망막신경섬

유층 두께와 보정 정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관계 분

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SPSS for Windows/Macinto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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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 example of measurement of the degree of cyclot-

orsion. The degree of cyclotorsion was defined as the angle 

between horizontal meridian (black solid line) and a line con-

necting the upper border of rotated optical coherence tomog-

raphy fundus image (black dashed line). 

Variable Value

Age (years) 62.4 ± 17.3

Female:male 11:16

Refractive error (diopter) -1.09 ± 2.20

Intraocular pressure (mmHg) 14.6 ± 2.79

Mean deviation of visual field (dB) -2.58 ± 2.47

Incyclotorsion:excyclotorsion 16:17

Degree of torsion (degree) 5.5 ± 2.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f 

eyes.

Table 1. Characteristics of eyes with cyclotorsion observed in 

guided progression analysis of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26.0 프로그램(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결 과

경과 관찰 기간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234명 401안의 

검사 결과를 검토하였고 그중 27명의 33안(12.2%)에서 GPA

의 안구회선의 보정이 관찰되었다. 빛간섭단층촬영 측정치 

분석은 이 33안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33안 중 5안(15.2%)

에서는 전체 검사 중 2회 이상의 안구회선 보정이 관찰되

었다. 안구회선의 보정이 관찰된 27명의 평균 나이는 62.4 

± 17.3세(범위, 26-90)였고, 성별은 여자 11명(40.7%), 남자 

16명(59.3%)이었다. 33안 중 우안이 10안(30.3%), 좌안이 

23안(69.7%)이었고, 검사 중 안구회선의 방향은 내회선이 

16안(48.5%), 외회선이 17안(51.5%)이었다. 안구회선의 정

도는 평균 5.5 ± 2.3도(범위, 1.2-11.5)였다(Table 1). 

GPA의 안구회선 보정 전후의 시신경유두지표의 경우, 

보정 전 값인 “ONH and RNFL OU analysis” mode의 결과

와 GPA에서 나온 값이 모두 일치하였다. 즉, GPA는 안구

회선의 영향을 보정할 때, 시신경유두지표는 보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막신경섬유층의 경우, 보정 전의 전체 

평균, 하측 사분면, 상측 사분면의 평균 두께가 73.6 ± 14.8 µm, 

79.3 ± 26.3 µm, 90.1 ± 24.7 µm였고, GPA에서 나타난 보

정 후의 전체 평균, 하측 사분면, 상측 사분면의 평균 두께

는 각각 73.6 ± 14.9 µm, 79.6 ± 26.6 µm, 89.7 ± 24.8 µm

였다. 보정 전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05, Table 2). 보정 전후 하측 및 상측 사분면 망막신

경섬유층 두께 차이는 0에서 6 µm의 분포를 보였다(Fig. 3). 

회선의 정도 및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보정 정도는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0.05). 

고 찰

빛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한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

층 두께 측정 시 목표 구조물의 회전이 발생하면 측정치의 

변화가 발생한다.
6-9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의 구조물의 두께가 실제보다 얇게 나타난다면 녹내장

이 진행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실제보다 녹내장이 심하게 

과대평가될 수 있고, 실제보다 두껍게 나타난다면 녹내장

의 진행을 놓치게 되거나 저평가될 수 있다.
6
 따라서 안구

의 회선을 보정하는 것은 정확한 녹내장 판단에 중요한 요

소이다. 하지만 실제 검사 상황에서 안구의 회선이 어느 정

도 나타나고, Cirrus HD-OCT의 GPA를 이용하여 보정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머리 기울임에 의한 안구회선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검사 시 이마와 턱을 검사 장비의 정해진 위치에 정확

하게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반복 검사를 시행하다 

보면 환자의 체형, 자세, 목관절의 상태에 따라 변동이 발

생하기도 한다. 또한 머리의 위치가 정확하더라도 사시나 

안구진탕 등에 의한 안구회선이 발생하는 경우, 검사 자세

만으로는 보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 장비가 영상의 위

치를 이전 검사와 일치하게 보정해줄 수 있다면 더욱 정확

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irrus HD-OCT

의 경우, GP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신경유두주위 망

막신경섬유층 두께와 시신경유두지표의 변화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후속 영상이 이전 영상과 같은 곳에 위치하도록 

보정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머리 기울임이 빛간섭단층촬영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전 연구들의 경우, 검사 중에 머리를 인위적으로 

기울이게 한 것으로
6-9

 실제 진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머리 

기울임과는 그 방향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머리가 

기울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반대 방향의 안구회선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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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H and RNFL OU analysis Guided progression analysis p-value
*

Average RNFL thickness (µm) 73.6 ± 14.8 73.6 ± 14.9 0.751

Superior quadrant RNFL thickness (µm) 90.1 ± 24.7 89.7 ± 24.8 0.232

Inferior quadrant RNFL thickness (µm) 79.3 ± 26.3 79.6 ± 26.6 0.406

Rim area (mm
2
) 0.82 ± 0.26 0.82 ± 0.26 NA

Average cup-to-disc ratio 0.77 ± 0.10 0.77 ± 0.10 NA

Vertical cup-to-disc ratio 0.76 ± 0.11 0.76 ± 0.11 NA

Cup volume (mm
3
) 0.547 ± 0.329 0.547 ± 0.329 NA

ONH = optic nerve head; RNFL = retinal nerve fiber layer; OU = oculus uterque; NA = non-applicable. 
*
Paired t-test.

Table 2.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parameters in “ONH and RNFL OU analysis” mode (without cyclotorsion compensation) 

and “guided progression analysis” mode (with cyclotorsion compensation) in eyes with cyclotorsion

Figure 3. Distribution of the difference in superior and inferior quadrant retinal nerve fiber layer (RNFL) thickness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guided progression analysis. The difference was defined as a compensated value-original value. 

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머리 기울임 외의 다른 요인에 의

해서 안구회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는 실제 진료 중에 시행한 검사 중 최대한 머리의 방향을 

검사 장비에 잘 위치하도록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안구회선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회선과 외회선

이 거의 비슷한 발생 빈도를 보였고, 회선의 정도는 평균 

5.5도로, 인위적으로 머리를 기울여서 안구회선을 유도했

던 이전 연구의 약 8도,
6
 30도,

7,8
 5-10도

9
에 비하면 회선의 

각도가 작았다. 이는 실제 검사 시에 안구회선에 의한 영향

이 이전 연구 결과에 비해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

한다. 

실제 진료실에서는 GPA를 이용한 진행 판단 외에 망막

신경섬유층의 사분면이나 12시간 영역 두께 측정치를 비교

하거나 편차지도(deviation map)의 비정상 영역의 면적이나 

색깔을 비교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15,16

 본 연구에 의하

면 GPA가 안구회선을 보정하기 전과 후의 상측, 하측 사분

면 망막신경섬유층 평균 두께 차이는 각각 0.4, 0.3 µm 정

도로 크지 않았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머리 기울임에 의한 

안구회선이 편차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6
 현재 사용되는 GPA의 결과는 안구회선을 보정

한 편차지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GPA의 보정이 편차

지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었다.

빛간섭단층촬영으로 측정한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뿐만 

아니라 시신경유두지표도 녹내장의 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본 연구에 의하면 GPA는 

안구회선에 의한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는 보정하였으나 시

신경유두지표는 보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0도 

전체의 두께를 측정하는 시신경유두 면적이나 시신경테 면

적, 전체 시신경유두함몰비, 시신경유두함몰 부피는 안구회

선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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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시신경유두함몰비는 측정하는 경선의 각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GPA 알고

리즘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가장 먼저 분석에 포함된 대상 수

가 33안으로 크지 않아 미세한 변화를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판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구회선을 GPA가 어느 정도 보정하는지 알아보는 이상

적인 방법은 같은 검사 조건에서 안구회선이 없는 상태의 

검사(대조군)와 안구회선이 있는 상태의 검사(시험군)를 비

교하는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어, 안구회선이 없는 상태에

서 측정된 두께가 70 µm, 안구회선이 있는 상태의 GPA 적

용 전이 75 µm, 적용 후가 72 µm라면 안구회선에 의해서 

유발된 5 µm 오차 중 GPA가 3 µm를 보정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처럼 안구회선이 있는 

상태에서 GPA 적용 전후의 차이만 비교한다면 보정된 양

은 알 수 있지만 그 양이 전체 안구회선의 영향 중 어느 정

도인지는 알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

과만으로는 GPA 알고리즘이 안구회선을 어느 정도 보정했

는지는 알기 어렵고 단지 GPA 적용 전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시기에 시행된 안구회

선이 없는 검사 결과를 대조군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

겠지만 검사 시기가 다르다면 나이, 신호 강도, 측정 변이, 

눈 상태 등의 차이에 의한 교란 요인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또한 GPA가 기준으로 삼는 첫 번째 검사에

서 이미 안구회선이 있었다면 안구회선이 없는 상태와의 

비교가 어려운 한계점도 있다. 따라서 향후 전향적으로 안

구회선 외의 다른 검사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GPA의 안

구회선 보정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크리닝을 했던 전체 401안의 12.2%에

서 안구회선의 보정이 관찰되었다. 나머지 87.8%의 경우, 

검사 중 실제로 안구회선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

만 사실은 안구회선이 있었는데도 GPA가 보정하지 못해서 

표가 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GPA가 모든 

경우에 안구회선을 보정하는 것은 아니라서 “R2” 방식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GPA 알고리즘이 안구회선은 보정하지 

못하는 “R1”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17

 어떤 경우에 

“R2”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본 연구에서 나온 

12.2%의 비율은 빛간섭단층촬영검사 중 안구회선이 있고, 

그것을 GPA가 보정하였고, 그 결과가 GPA에서 안저 영상

의 회전으로 육안으로 관찰된 경우만 포함한 것이라 실제 

안구회선의 발생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빛간섭단층촬영의 GPA로 안구회선을 보정

하기 전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차이가 크지 않았다. GPA

가 안구회선에 따른 시신경유두지표는 보정하지 못하였는

데 이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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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빛간섭단층촬영 Guided Progression Analysis의 안구회선 

보정 전후 차이 

목적: 빛간섭단층촬영의 Guided Progression Analysis (GPA)로 안구회선을 보정한 경우, 보정 전후 지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보기로 한다.  

대상과 방법: 빛간섭단층촬영을 4회 이상 시행한 녹내장안 중 GPA 결과에서 안구회선 보정이 빛간섭단층촬영 안저 영상의 회전으로 

관찰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회선의 정도(빛간섭단층촬영 안저 영상의 기울어진 각도), 회선의 방향(내회선, 외회선), 회선 보정 

전후의 시신경유두지표 및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401안 중 33안(12.2%)에서 안구회선의 보정이 관찰되었다. 안구회선의 방향은 내회선이 16안(48.5%), 외회선이 17안(51.5%), 회

선의 정도는 평균 5.5 ± 2.3도였다. 회선 전후의 시신경유두지표는 보정 전과 후의 값이 모두 일치하였다. 망막신경섬유층의 경우, 

보정 전의 전체 평균, 하측 사분면, 상측 사분면의 평균 두께가 73.6 ± 14.8, 79.3 ± 26.3, 90.1 ± 24.7 μm, 보정 후의 전체 평균, 하측

사분면, 상측 사분면의 평균 두께는 73.6 ± 14.9, 79.6 ± 26.6, 89.7 ± 24.8 μm였다(p >0.05). 보정 전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차이

는 0에서 6 μm의 분포를 보였다. 

결론: GPA를 이용한 안구회선 보정 전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차이가 크지 않았다. GPA는 안구회선에 따른 시신경유두지표 변화는 

보정하지 못했다. 향후 이에 관한 알고리즘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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