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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백내장에서 초음파와 파장가변 빛간섭단층촬영의 안구생체계측
비교
Comparison of Ocular Biometry Using Ultrasound and Swept-sourc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n Severe Cata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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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o compare the ocular biometry and prediction of postoperative refractive outcomes using IOL Master 700 (Carl Zeiss
®
Meditec AG, Jena, Germany) and A-scan (Aviso , Quantel Medical, Cournon-d'Auvergne, France) in severe cataract.
Methods: Seventy nine eyes with severe cataract under visual acuity of 1.7 logMAR were scheduled for cataract surgery. Axial
®
length and anterior chamber depth were measured preoperatively with IOL Master 700 and A-scan. Mean absolute error was
obtained with the difference between preoperative predictive refraction and postoperative refraction outcome using autorefraction.
Results: Forty three cases received phacoemulsification and 36 received ex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The mean absolute
®
error between IOL Master 700 and A-scan in 20 eyes received phacoemulsification and 11 eyes received extracapsular cata®
ract extraction (ECCE) was not significant (p < 0.001 and p < 0.001, respectively). IOL Master 700 measured mean axial lengths
and anterior chamber depths longer than A-scan in phacoemulsification group (p < 0.001 and p < 0.001, respectively).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axial length of ECCE group between two devices (p = 0.350).
®
Conclus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OL Master 700 and A-scan in prediction of refractive outcomes after
®
surgery of severe cataract under visual acuity of 1.7 logMAR. If available, IOL Master 700 can be considered as reliable method
for prediction of postoperative refractive outcomes in cases of severe cataract.
Ann Optom Contact Lens 2020;19(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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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전 정확한 생체

용되고 있다. IOL Master® 500 (Carl Zeiss Meditec AG)의

계측이 필수적이다.1 백내장 수술 전 생체 계측 방식으로

경우 심한 시력저하로 검사자가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거나

주로 접촉식 초음파 혹은 부분결합간섭계를 이용한 IOL

후낭하 백내장 또는 매체의 혼탁이 심한 경우 계측이 불가

®

Master 500 (Carl Zeiss Meditec AG, Jena, Germany)이 사

2

하거나 결과값의 오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최
®

근에 나온 기종인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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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은 파장가변 빛간섭단층촬영 기법을 이용해 계측하여
심한 백내장에서 더 높은 정확성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
3,4

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반적인 백내장에서 A-scan

(Aviso®, Quantel Medical, Cournon-d'Auvergne, France)과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의 계측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는 있었지만5,6 심한 백내장에만 집중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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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1.7 logarithm of minimal

의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angle of resolution (logMAR) 이하의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심한 백내장 수술 시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결

과

AG)과 A-scan을 이용한 안구 생체 계측과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총 79안(78명)을 대상으로 하여 백내장의 정

한 목표 굴절력의 정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도에 따라 43안에서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낭내삽입
술을, 36안에서 백내장낭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낭내삽입

대상과 방법

술을 시행하였다. 수정체유화술을 시행한 43안 모두 술 전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대교정시력은 안전수동에서 logMAR 1.7 사이였고, 백내

본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79안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장낭외적출술을 시행한 36안의 술 전 최대교정시력은 안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

수동에서 logMAR 1.7 사이가 12안, 안전수동 22안, 광각유

으며, 본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백내장

2안이었다(Table 1). 수정체유화술을 시행한 43안 중 20안

수술은 수정체유화술 혹은 백내장낭외적출술 및 후방인공

은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으로 측정 시

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내원 시 1.7 logMAR (Snellen

신호 대 잡음비 1.6-1.9 사이로 부정확한 값이 계측되어

equivalent 20/1,000) 이하의 시력저하와 심한 백내장 소견

A-scan으로도 계측하였으며, 23안에서는 IOL Master® 700

이 있으면서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수술 전후 각막혼탁,

(Carl Zeiss Meditec AG)으로만 계측을 하였다. 백내장낭외

망막 이상, 녹내장 등 백내장 외의 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적출술을 시행한 36안 중 11안에서는 IOL Master® 700

환자를 선정하였고, 다른 안과적 소견 혹은 기왕력이 있거

(Carl Zeiss Meditec AG) 및 A-scan을 모두 시행하였고, 25안

나, 수술 후 굴절력 측정이 불가한 경우, 수술 중 후낭파열

에서는 신호 대 잡음비 1.6 미만으로 IOL Master® 700 (Carl

등 합병증으로 수정체를 후낭에 넣지 않은 경우는 연구에

Zeiss Meditec AG)으로 계측이 불가하여 A-scan으로만 계

서 제외하였고 안축장 22 mm 미만 혹은 25 mm 이상인 경

측하였다(Table 2). 수정체유화술을 시행받은 군에서 IOL

®

우는 제외하여 선정하였다. 숙련된 검사자가 수술 전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 혹은 A-scan을 이용
하여 안축장과 전방 깊이를 측정하였다. 인공수정체의 도
수 결정은 Sanders-Retzlaff-Kraff/Theoretical (SRK/T) 공식
을 이용하였으며, 백내장 수술 1달 후 자동각막굴절력계
(RK-F1®, Canon Inc., Tokyo, Japan)로 측정한 최종 굴절력
에서 예상 굴절력을 뺀 차이의 절대값의 평균을 평균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로 정의하여 오차를 평가

Table 1. Demographic data of patients
Characteristic

Phacoemulsification
(n = 43)

ECCE (n = 36)

73.86 ± 10.43

71.42 ± 13.81

26/17

21/15

43

12

Age (years)
Sex (male/female)
Preoperative BCVA
HM-logMAR 1.7

하였다. 통계학적인 분석은 SPSS 22.0 version (IBM Corp.,

HM

0

22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두 장비 간의 예측오차

LP+

0

2

의 절대값을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서로 다른 두 군 간 같은 장비에서의 예측 오차의 절
대값은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값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ECCE = ex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HM = hand motion; logMAR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LP = light perception.

Table 2. Comparison of postoperative refractive error between IOL M aster® and ultrasound A-scan in phacoemulsification and ECCE
Phacoemulsification (n = 43)
Factor
MAE (diopters)
p-value

*

ECCE (n = 36)

Both IOLm and A-scan
obtainable (n = 20)

Only IOLm obtained
(n = 23)

Both IOLm and A-scan
obtainable (n = 11)

Only A-scan obtained
(n = 25)

0.56 ± 0.41

0.79 ± 0.62

0.93 ± 0.77

0.75 ± 0.55

0.34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
ECCE = ex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IOLm = IOL Master ; MAE = mean absolute error.
*
Mann-Whitney U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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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 및 A-scan 모두 측정

A-scan은 10 MHz의 초음파를 이용하여 각막에서 망막 내

한 20안의 굴절값의 평균절대오차는 0.56 ± 0.41 diopters

경계막까지의 안축장을 측정하는데, 주시가 잘 되지 않는

®

(D)로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로만 측정

경우 초음파가 중심와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반사되어 안

한 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348)

축장이 짧게 측정될 수 있다. 또한 계측 시 검사자의 숙련

(Table 2). 수술 전 두 장비로 생체계측을 시행하였던 20안

도에 따라 각막이 함입되어 짧게 측정될 수 있으며, 탐촉자

을 대상으로 기기 간 계측값을 비교하였다(Table 3). IOL

를 안구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각막상피 손상과 감염의 위

®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 및 A-scan에서 안축

®
험이 있다. 반면 IOL Master 500 (Carl Zeiss Meditec AG)

장은 각각 23.44 ± 0.72 mm, 23.30 ± 0.73 mm, 전방 깊이

은 비접촉식으로 시축에 평행한 두 개의 광선이 망막색소

는 두 기기에서 각각 3.27 ± 0.37 mm, 2.46 ± 0.19 mm로

상피층에서 반사되는 간섭 신호를 이용하므로 각막에 영향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이 안축장, 전방

을 주지 않고 계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IOL Master® 500

깊이를 유의하게 길게 측정하였으나(각각, p<0.001, p<0.001),

(Carl Zeiss Meditec AG)은 후낭하 혼탁이나 매체의 혼탁이

®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 및 A-scan에서

심한 백내장이 있는 경우 광선이 산란되거나 투과력이 떨

측정된 굴절값에 대한 평균절대오차는 각각 0.56 ± 0.41 D,

어져 계측이 부정확하다.2,9,10 반면 파장가변 빛간섭단층촬

0.59 ± 0.41 D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867).

영을 이용한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은

백내장낭외적출술을 시행받은 군에서 A-scan만 측정 가능

1,055 nm의 변화 가능한 파장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여 산

했던 25안의 굴절값 평균절대오차는 0.75 ± 0.55 D로 IOL

란이 적고 신호대 잡음비가 좋아 IOL Master® 500 (Car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 및 A-scan 모두 측정

Zeiss Meditec AG)에 비해 혼탁한 매체를 더 잘 투과할 수

한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643) (Table 2).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술 전 두 장비로 생체계측을 시행하였던 11안에서(Table 3),

Meditec AG)은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중심와의 위치를 찾

®

3,11-13

또한 IOL Master® 700 (Carl Zeiss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 및 A-scan에서

아 거리를 측정하므로 주시가 어려운 심한 백내장에서 계

안축장은 각각 23.34 ± 0.69 mm, 23.31 ± 0.71 mm, 전방

측의 정확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심한

깊이는 두 기기에서 각각 3.29 ± 0.80 mm, 2.36 ± 0.12 mm

백내장의 정도에 따라 수정체유화술을 받은 군에서 안축장

로 안축장은 기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350),

및 전방 깊이는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가 전방 깊이를

가 A-scan에 비해 길게 측정하였는데(각각, p<0.001, p<0.001),

®

이는 A-scan에 비해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유의하게 길게 측정하였다(p=0.003). 그러나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 및 A-scan에서 측정된 목표

AG)이 비접촉식이고 투과력이 뛰어난 파장가변 레이저 광

굴절력에 대한 평균절대오차는 각각 0.94 ± 0.80 D, 0.93 ±

원을 사용하여 유의하게 길게 측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

0.77 D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722).

면 백내장낭외적출술을 받은 군에서 안축장은 기기 간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p=0.350), 이는 상대적으로

고

후낭밑 백내장 및 핵백내장의 혼탁 정도가 심한 군에서 낭

찰

외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광선의 투과력이 떨
®

지금까지 A-scan과 IOL Master 500 Carl Zeiss Meditec
®

어지거나 산란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환자의

AG)을 비교한 여러 논문에서 IOL Master 500 (Carl Zeiss

주시가 잘 안되어 중심와가 아닌 부분에 광선이 반사되며

7,8

백내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

Meditec AG)의 높은 정확성 및 재현성이 보고되어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parameters between IOL M aster® and ultrasound A-scan in cases obtainable with both devices
Variable
Axial length (mm)

Phacoemulsification (n = 20)

ECCE (n = 11)
*

IOLm

A-scan

p-value

IOLm

A-scan

p-value

23.44 ± 0.72

23.30 ± 0.73

<0.001

23.34 ± 0.69

23.31 ± 0.71

0.350

Anterior chamber depth (mm)

3.27 ± 0.37

2.46 ± 0.19

<0.001

3.29 ± 0.80

2.36 ± 0.12

0.003

MAE (diopters)

0.56 ± 0.41

0.59 ± 0.41

0.867

0.94 ± 0.80

0.93 ± 0.77

0.722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
ECCE = ex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IOLm = IOL Master ; MAE = mean absolute error.
*
Wilcoxon signed rank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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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계측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술 후 목표 굴절력의
®

정확도에서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과
A-scan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348, p=0.643, 각
®
각).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백내장 환자에서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와 A-scan 간의 목표 굴절력
차이가 없었던 비교한 최근 연구 결과에 상응하는 결과
3,4,14,15

로

5)

6)

기존 모델에 비해 더 백내장이 심한 환자군에서 적

용할 수 있는 임상적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적은

7)

숫자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에 하나의 공식(SRK/T)을 이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

8)

다. 추후 여러 기관에서 많은 수의 백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심한 백내장의 정도

9)

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계측 실패율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logMAR 1.7 이하의 심한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심한 백내

10)

장에서도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을 통
한 생체 계측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

11)

®

로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은 기존 모델
의 단점을 극복하여 술 전 안구 생체 계측과 술 후 굴절력
예측에 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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