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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 부등시에서 펜타캠을 이용한 람다각의 측정
Measurement of Angle Lamda (λ) with Pentacam in Normal Controls and
Anisometropia Patients
이상민⋅유혜린
Sang Min Lee, MD, Helen Lew, MD, PhD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Seongnam, Korea

Purpose: To measure and compare angle lambda between normal controls and anisometropia patients.
Methods: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 including 134 normal controls and 34 anisometropia patients who
visited our clinic with visual acuity test from April 2017 to January 2018. All patients underwent cycloplegic or manifest refraction.
Classified as anisometropia group, when the difference in binocular spherical equivalent was greater than 2.0 diopter (D). The
anterior segment of the eye and axial length were measured using Pentacam (Oculus, Wetzler, Germany) and IOL master 700
(Carl Zeiss Meditec AG, Oberkochen, Germany). The angle lambda was calculated by the law of cosine with the data from
Pentacam.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age and sex ratio between control and anisometropic groups. The angle
lambda of control and anisometropia group were 3.56 ± 1.69° and 2.87 ± 1.58° and the spherical equivalent were -0.19 ± 2.82 D
and -2.30 ± 4.65 D. Correlations between the spherical equivalent and the angle lambda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 0.636, p < 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xial length, anterior chamber depth and lens thickness between control and anisometropia group. Difference of angle lambda in anisometropia group was bigger than controls (p < 0.05).
Conclusions: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ngle lambda and spherical equivalent, which were in agreement with the
results from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angle lambda in this study was measured at monocular fixation and further studies
will be need on angle lambda in binocular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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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물체를 주시할 때 물체에 반사된 빛은 각막

이와 별개로 각막 표면의 한 점을 수직으로 지나 입사동의

을 통과하여 각막을 통해 굴절되어 보이는 동공(입사동

중심(center of entrance pupil)에 이르는 선이 있으며, 이를

[entrance pupil], 출사동[exit pupil])의 중심을 거쳐 황반부

동공축(pupillary axis)이라고 한다. 람다각(angle lambda [λ])

에 도달하게 되며, 이 선을 시선(line of sight)이라고 한다.

은 이 동공축과 시선 사이의 각으로, 사시 여부의 확인과
각막 수차를 계산하는 장비들의 축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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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용되는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다초점인공
수정체 등의 수요 증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3
이 람다각은 동공축과 시축(visual axis) 사이의 각인 카
파각(angle kappa [κ])과 거의 일치하는 값으로 사람들에 따
라서 이 두 각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두 각은 거의 동일하여, Le Grand and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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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e1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

며, 본원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람다각 또는 카파각은 피검사자가

IRB)의 승인하에 진행되었다.

특정 물체를 주시할 때 각막반사점의 위치와 동공중심 간

모든 환자에게서 조절마비 혹은 현성굴절검사를 시행하

의 거리로부터 계산하였다. 대약시경, 세극등현미경, 비디

였으며, 양안의 구면렌즈대응치(spherical equivalent, SE)가

오 사진 분석 등을 통해 람다각 및 카파각을 계산해왔으며,

2.0디옵터(diopter, D) 이상일 경우 부등시군으로 분류하였

4-6

대약시경은 임상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측정 도구였다.

다. 굴절검사는 만 20세 미만의 환자 및 부등시군에서는 조

하지만 각막반사점의 위치는 실제로 시선(line of sight)이

절마비 굴절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세 이상의 정상군에서

각막을 지나는 지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카파각과 구

는 현성굴절검사를 시행하였다. 전체 168명 중 정상군은

7

면렌즈대응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Basmak et al 은 구면

134명, 부등시군 34명이었다. 전안부 및 안축장 길이는 펜

렌즈대응치가 클수록 카파각이 크다고 보고한 바 있다. 람

타캠(Pentacam, Oculus, Wetzler, Germany)과 IOL Master

다각이 사시 등의 환자에서는 국내에서 연구된 바 있으나,

700 (Carl Zeiss Meditec AG, Oberkochen, Germany)을 이

8

부등시 환자에서 조사된 적은 없는 바이다. 이에 저자들은

용하여 측정하였다. 람다각은 펜타캠을 이용하여 동공중심

부등시에서 람다각을 조사하여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고자

과 광원의 각막 반사점 간의 거리를 측정, 코사인 제2법칙

하였다.

을 이용하여 환산하였다(Fig. 1A). 람다각의 계산에 있어
Uozato and Guyton9의 연구에서의 모형안을 이용하여 각막

대상과 방법

전면에서 동공 입사동까지의 거리를 3.05 mm로, 각막구면
중심까지의 거리를 7.8 mm로 가정하였다(Fig. 1B). 각 군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시력검사를 주소로 분

간의 비교에 있어서 통계에 및 평균치의 계산에 이용한 눈

당차병원 안과에 내원한 환자 168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

은 구면렌즈대응치의 절대값이 큰 눈을 이용하였다. 모든

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환자들에서 나안 및 최대교정시력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5.0 (IBM Corp.,

측정, 세극등현미경검사, 안구운동검사, 교대프리즘가림검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

사, 각막지형도를 포함한 전안부검사, 안축장 측정, 안저검

인 경우를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고 하였다.

사를 시행하였다. 스넬렌시력표(Snellen chart)에서 두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두 줄 이상 차이가 나는 약시가 있는 환자,

결

과

사시가 있는 환자,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환자, 각막 혼탁
등의 전안부의 이상이 있거나 안저검사상 시신경유두 및

정상군과 부등시군의 평균 연령(15.3세, 17.1세)과 남녀

황반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환자는 모두 제외하였다. 본

성비(55:79, 14:2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연구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으

군별로 구면렌즈대응치의 절대값이 작은 눈과 큰 눈의 람

A

B

Figure 1. Calculation of angle lambda. (A) The Law of cosine, (B)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model eye. ‘E’ is center of entrance pupil, ‘L’ is corneal light reflex of a distant light source, ‘C’ is center of curvature of the cornea. 'A' is pupillary axis, 'B'
is line of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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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은 정상군 3.20 ± 1.65°, 3.56 ± 1.69°, 및 부등시군

(optical axis)은 각막, 수정체 등의 각 굴절면의 곡률 중심을

5.51 ± 2.52°, 2.87 ± 1.58°였으며, 구면렌즈대응치는 정상군

통과하는 최적의 선(line of best fit)이다. 광축은 해부학적

-0.08 ± 2.78 D, -0.19 ± 2.82 D 및 부등시군 0.31 ± 2.92 D,

으로 안구의 중심이 되는 선이기도 하다. 동공축(pupillary

-2.30 ± 4.65 D였다. 정상군의 양안(구면레즈대응치의 절대

axis)은 각막 표면의 한 점을 수직으로 지나 입사동의 중심

값이 작은 눈과 큰 눈)의 람다각과 구면렌즈대응치는 유의

(center of entrance pupil)에 이르는 선이다. 이는 일반적으

한 차이가 없었다(p>0.05). 또한 두 군의 구면렌즈대응치의

로 여러 안과적 검사에서 동공의 중심에 위치한다. 시선

절대값이 작은 눈 사이에도 구면렌즈대응치는 유의한 차이

(line of sight)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공 중심을 거쳐

가 없었다(p=0.098).

중심와(fovea)에 도달하는 선으로 정의되며, 실제로 물체를

정상군과 부등시군의 람다각은 3.56 ± 1.69°과 2.87 ±

주시할 때 황반으로 도달하는 빛의 중심 경로이다. 시축

1.58°, 구면렌즈대응치는 -0.19 ± 2.82 D, -2.30 ± 4.65 D로

(visual axis)은 주시점에서 절점(nodal point)을 지나 중심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9, p=0.015). 부등시

와에 이르는 비연속 직선으로, 렌즈에서의 절점을 가정한

군을 근시군과 원시군으로 나누었을 때도 람다각과 구면대

이론상의 빛의 경로이다.

응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4, p=0.001).
안축장, 전방깊이, 수정체두께는 정상군과 부등시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p>0.05).
양안의 람다각의 차이는 정상군 0.36 ± 0.28°, 부등시군
28.0 ± 2.50°였으며, 양안의 구면렌즈대응치의 차이는 정상
군 0.19 ± 2.82 D, 부등시군 2.78 ± 5.79 D였다. 양안의 람
다각의 차이와 구면렌즈대응치의 차이 모두 두 군 간의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Fig. 2, p=0.001, p=0.010). 구면렌즈대
응치와 람다각은 양의 상관관계, 안축장과 람다각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고

찰

동공 및 수정체는 그 축이 각막의 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축이 있으며, 이러한 축
들 사이에 각도가 존재하게 된다(Fig. 3).10
축의 경우 광축(optical axis), 동공축(pupillary axis), 시축
(visual axis), 그리고 시선(line of sight) 등이 있다. 광축

Figure 2. Differences of angle lambda and spherical equivalent
in both eyes. Differences of angle lambda and spherical equivalent in anisometropia group is bigger than control group. Δ =
diffence; SE = spherical equivalent; D = diopers. * p < 0.0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ontrol and anisometropia group
Anisometropia (n=34)
Control (n = 134)
Age (years)
Sex (M:F)
Angle lambda (°)

Myopia (n = 25)

Hyperopia
(n = 9)

Total
(n = 34)

†

p-value

*

p-value

15.3 ± 16.4

17.7 ± 12.2

15.2 ± 13.7

17.1 ± 12.5

0.488

0.506

55 (41.0):79 (59.0)

10 (40.0):15 (60.0)

4 (44.4):5 (55.6)

14 (41.2):0 (58.8)

0.752

0.496

3.56 ± 1.69

2.50 ± 0.88

3.89 ± 2.52

2.87 ± 1.58

0.014

0.029

Spherical equivalent (D)

-0.19 ± 2.82

-3.82 ± 4.42

1.91 ± 1.84

-2.30 ± 4.65

0.001

0.015

Axial length (mm)

23.28 ± 1.54

24.87 ± 1.94

22.82 ± 1.56

24.33 ± 2.04

0.051

0.051

Anterior chamber depth (mm)

3.44 ± 0.30

3.67 ± 0.29

3.19 ± 0.30

3.54 ± 0.36

0.127

0.154

Lens thickness (mm)

3.66 ± 0.36

3.59 ± 0.31

3.82 ± 0.23

3.65 ± 0.30

0.843

0.95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M:F = male:female; D = diopters.
*
†
Mann-Whitney U-test (between myopia and hyperopia in anisometropia group); independent t-test (between control and anisometropi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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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pherical equivalent, angle lambda, axial lenght, anterior chmber depth, and lens thickness in
the control and anisometropia group
Control

Anisometropia
Myopia

Hyperopia

Total

Total

SE • angle lambda
p-value*

0.714
<0.01

0.374
<0.01

0.565
<0.01

0.457
<0.01

0.636
<0.01

AXL • angle lambda
p-value*

-0.616
<0.01

-0.510
<0.01

-0.371
<0.01

-0.450
<0.01

-0.586
<0.01

AXL • ACD
p-value*

0.480
<0.01

0.416
0.03

0.478
0.03

0.467
<0.05

0.488
<0.01

AXL • lens thickness
p-value*

-0.232
<0.01

-0.011
0.08

0.042
0.08

0.036
0.08

-0.166
0.02

SE = spherical equivalent; AXL = axial length; ACD = anterior chamber depth.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람다각과 카파각은 기존의 연구 및 문헌들에서 혼동되어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Orbscan II (Bausch & Lomb, Rochester, New
York, NY, USA), VU topographer (VU University Medical
Center, Amsterdam, Netherlands), 펜타캠 등 각막지형도를
이용한 카파각, 람다각의 측정법이 새롭게 보고되었다.2,7,8,12
이러한 장비에서는 각막 앞면에 반사되어 나오는 첫 번째
푸르키니에 영상(the first Purkinje image, P1)과 동공 중심
Figure 3. Various axes and angles of human eye. The axes are
indicated by following lines: dashed optical axis (black), pupillary axis (green), visual axis (blue), and line of sight (red). FP
= fixation point; λ = angle lambda; κ= angle kappa; α = angle alpha; E = center of entrance pupil; E’ = center of exit pupil; N = nodal point of anterior side of lens; N’ = nodal point
of posterior side of lens; C= center of curvature of the cornea;
F = fovea.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람다각을 계
산한다. 특히 Orbscan II의 경우 내장 프로그램에서 카파각
을 계산해 준다.12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본원에서 보고한 펜타캠을 이용한
람다각에 대한 연구의 연장으로 본 연구에서도 펜타캠을
8
이용하여 람다각을 계산하였다. 펜타캠은 세극등 형태의

빔이 회전하면서 2초간 100장의 샤임플러그(Scheimpflug)
이미지를 촬영하여 전안부 형태를 재구성한다. 단안으로

Lancaster는 이 시선과 동곡축이 이루는 각을 람다각

광원을 주시할 때 동공 중심과 각막반사점을 측정하고 이

(angle lambda [λ])으로 정의하였다.1 카파각(angle kappa)은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13 또한 펜타캠은 소아

Landolt에 의해 시축(visual axis)과 동공축(pupillary axis)이

및 청소년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OL

11
이루는 각으로 정의되었다. 알파각(angle alpha)은 광축

master 700에서도 동공 중심과 각막반사점의 거리를 측정

(optical axis)과 시축(visual axis)이 이루는 각도이다.

할 수 있다. 이 값은 펜타캠에서의 측정치와 비슷하지만 약

1

Le Grand and El Hage 는 카파각을 Lancaster의 람다각
정의와 같은 것으로 재정의하였다. 이는 저자들이 카파각

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추후 IOL master 700으로도 람
다각을 계산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에서의 시축(visual axis)을 시선(line of sight)과 동일시했

람다각과 카파각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발

기 때문이다. 시축(visual axis)에서의 절점(nodal point)이

14
생한다. 나이와 관련하여 London and Wick 은 람다각이

입사 광선 및 렌즈를 지나 나온 굴절 광선을 렌즈안으로 연

출생 시 7.88˚, 성인에서는 5.08˚라고 보고한 반면, Berrio et

장했을 때 렌즈의 주축과 교차하는 이론적인 개념의 점으

al15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카파각이 줄어드는 양상이 있

로 임상에서 측정할 수 없다. 실제로 카파각과 람다각은

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측정 방

크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두 각을 구분할 필

법에 따라서는 세극등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한 카파각은

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3.12˚, T자 형태의 자를 이용하였을 때는 3.04˚, Orbsca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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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했을 때는 5.46˚였다.4,12 최근 국내에서 Sung et al8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이며, 추후의 연구에서는 성인에

은 평균 약 7세의 정상 및 외사시 소아에서 람다각을 보고

서도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으며, 각각 4.41˚, 4.92˚였으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

본 연구에서는 부등시환자의 부등시안에서 람다각이 크

는 없다고 하였다.

게 나온 것은 부등시라서라기보다는 구면렌즈대응치가 크

본 연구에서는 각막이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하였으며,

기 때문인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람다각은 구면

각막 전면에서부터 동공 입사동(entrance pupil)까지의 거리

렌즈대응치 및 안축장이라는 안구 자체의 수치에 의해 영

를 3.05 mm, 각막구면중심까지의 거리를 7.8 mm로 고정하

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9

9

였다. 저자들이 참고한 Uozato and Guyton 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눈을 대상으로 모형안을 만들었기에 실제 환자들의
수치에 비해 람다각이 작게 계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막은 실제로 완전한 구형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오
차도 발생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람다각의 크기는 기존의 문헌에서의 값과
비교하여 다소 작은 값이지만, 환자의 나이 및 안축장이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은 이전의 보고와 맥을 같이한
다.7,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온 람다각의 값이 절대적인 람
다각의 수치와는 오차가 있겠지만, 구면렌즈대응치가 커질
수록 람다각이 큰 맥락은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람다각과 구면렌즈대응치의 상관관계를 보면, 정상군에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더 컸다. 이는 부등시 안에서 두 변수
의 관계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부등시 안이 일반적인 눈(정상군의 눈)에 비해 변
수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람다각과 안축장과의 상관
관계도 정상군에서 상관계수가 더 절대값이 컸으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또 다른 한계는 단안으로 주시했을 때의
람다각을 특정했다는 점이다. 양안 주시시와 단안 주시시
에 람다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시 또는 사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기에 단
안 주시시의 람다각과 양안 주시시의 람다각이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안과 검사 기기들은 양안 주
시를 하면서 측정하는 기기는 없는 관계로, 추후 새로운 방
법을 통해 양안 주시시와 단안 주시시에서 람다각의 차이
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20세를 기준으로 조절마비 또는 현성
굴절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절력의 크기는 학동기 소아에서
16

가장 강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조절력이 강한 소아에서는 원거리의 시표를 주시하여도 조
절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시행하였다.17 또한 부등시군의 경우에도 조절마비 굴절검
사를 시행하였지만, 정상군의 성인에서는 원거리 시표 주
시 시 조절이 없다고 가정하여 현성굴절검사를 시행하였다.
다만 성인이라고 하여도 소아보다는 가능성이 적지만, 엄
밀하게 조절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18 따라서 이러한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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