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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개방각녹내장에서 검사 방법과 녹내장 진행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Primary Open-angle Glaucoma According to
Follow-up Examination Strategy
최진아⋅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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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안과 및 시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and Visual Science, St. Vincent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cost-utility based on the quantitative relationship between glaucoma examination method and glaucoma progression.
Methods: The Markov model was constructed and analyzed to determine the cost-effectiveness of primary open-angle
glaucoma. The Markov model set up a virtual cohort of Korean over 40 years of age with early glaucoma. The costs associated
with glaucoma treatment were assessed from a social point of view, and the utility was calculated using the quality adjusted life
years (QALY) according to the glaucoma states. Glaucoma health status was divided into five stages (early, middle, late, unilateral, bilateral blindness). The transition probability was set in one direction from mild to severe, and the length of each cycle was
set at one year. The 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ICER) was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different follow-up
examination strategies.
Results: The examination strategy was divided into three levels: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examination. Primary examination was defined as the intraocular pressure and optic disc examination. Secondary examination was defined as additional visual
field examination to the primary examination. Tertiary examination was defined additional retinal nerve fiber layer analysis to the
secondary examination. ICER of tertiary examination was 24,974,430 KRW/QALY compared secondary examination, and ICER
of secondary examination was 9,866,811 KRW/QALY compared to primary examination.
Conclusions: We found that tertiary examination strategy including retinal nerve fiber layer analysis was highly cost-effective,
and it is acceptable to medica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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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시야결손으로 주요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써,

신경 손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2 녹내장은 만

안압상승에 의한 시신경 손상과 혈류장애 등으로 인한 시

성 질환으로서 발병 후 계속 진행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꾸
3
준한 관리를 요한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 Received: 2018. 8. 22.
￭ Accepted: 2018. 9. 18.

￭ Revised: 2018. 9. 13.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Donghyun Jee, MD, PhD, MP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t. Vincent’s Hospital, #93
Jungbudae-ro, Paldal-gu, Suwon 16247, Korea
Tel: 82-31-249-7343, Fax: 82-31-249-6225
E-mail: doj087@mail.catholic.ac.kr
*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Grant Number: HC16C2299).

도 녹내장이 시력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
4,5

으며,

이러한 녹내장의 유병률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6,7

서도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녹내장의 유병률이 4.7%
8

임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녹내장은 시력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인 동시에 질병 치료와 관련한 경제적인 부담이 심각
9-11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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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의 추적관찰 시 현재 다양한 검사 방법이 시행되
12,13

고 있다.

안압측정과 시신경유두 검사를 통하여 녹내장
14-18

의 심각한 정도에 대한 상태를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적인, 경제적인 변수들은 출판된 자료를 통하거나 전문가
의견에 근거하여 파악하였고, 주요 변수들에 대한 가정은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용효과

시야검사를 추가하여 실제 시신경섬유층의 손상 부위를 파

분석을 하기 위하여 비용, 효용, 진행 확률 등 세 가지 측면

악하고 연속된 시야검사를 통하여 시야결손의 진행 여부를

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비용에 대한 분석은 국민건강

19

예측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빛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한 시신

보험공단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효용에 대한 분

경섬유층 단층촬영 기법의 도입으로 녹내장의 시신경섬유

석은 외국의 문헌고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진행 확

층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파악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률에 대한 분석은 기 출간된 무작위 임상시험자료를 대상

녹내장질환의 병태 생리뿐 아니라 진행 위험에 대한 많은

으로 분석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24-28

정보를 가져다 주었다.20,21

본 연구에서는 초기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 40세 이상의

녹내장의 진행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한국인 남녀를 가상의 코호트로 설정하였다. 40세 이상의

검사를 통하여 녹내장의 진행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코호트를 설정한 이유는 40세 이상부터 녹내장 발생 위험

약물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진행을 억제하는 것

률이 높아져서 역학적인 임상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녹내장 치료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22 여러 가지

녹내장 환자들이 45년 동안 추적관찰하여 기대 사망할 때까

검사 방법의 조합을 사용하면, 녹내장의 진행에 대한 자세

지 분석하였다. TreeAge Pro 2016 프로그램(Williamstown,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검사 비용이 상승한다. 상대

MA,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적으로 간단한 검사만으로 추적관찰하는 경우에는 검사 비

녹내장 건강상태는 5단계로 나누었다(초기, 중기, 후기,

용을 줄일 수 있지만, 녹내장의 진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단안 실명, 양안 실명). 초기 녹내장은 시야검사상 시야결

못하여 적절한 치료로 이어지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손정도(meand deviation)가 -6dB 이하인 경우, 중기 녹내장

측면을 분석하는 녹내장의 검사 방법에 따른 비용효과 연

은 시야결손 정도가 -6dB에서 -12dB 사이 그리고 후기 녹

구는 녹내장의 검사 방법과 진행 여부의 관련성을 알아본

내장은 시야결손 정도가 -12dB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23

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단안실명은 녹내장으로 인하여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본 연구에서는 녹내장의 검사 방법과 녹내장의 진행을

미만인 경우, 양안 실명은 녹내장으로 인하여 양쪽 눈의 교

발견하는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용효용 분석을 시행

정시력이 0.1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27 시야결손에 근

하였다. 구체적으로 녹내장 검사전략을 안압측정, 시신경유

거하여 녹내장 상태는 한 단계씩 나빠지는 것으로 정의하

두검사, 시야검사 그리고 시신경섬유층 단층검사 등으로

였으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나누어 각각의 검사 조합에 따른 비용효용 분석을 시행하

녹내장 검사전략은 3단계로 나누었으며, 1단계는 안압과
시신경유두검사만 시행하는 과거의 전략, 2단계는 1단계에

였다.

시야검사까지 시행한 경우, 3단계는 빛간섭단층촬영까지

대상과 방법

시행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점진적 비용효과비용을 계산하
여 세 가지 검사전략을 사용하여 추적관찰하는 경우의 비

본 연구는 헬싱키 생의학연구 윤리 헌장을 준수하며, 가

용효과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계산된 비용효과비는 1년의

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기관윤리심사(Institutional Review

질보정 수명당 30,000,000원의 비용지불의사(willingness to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원발개방각녹내장

pay)에 맞추어 적용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2017년 gross

에서 검사전략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domestic product (GDP)와 비슷하기 때문이었다. 모든 비

Markov model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Markov model은

용은 2017년의 화폐가치에 맞추었으며, 1년에 5%의 할인

여러 질병상태를 지니는 만성 질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율을 적용하였다.

29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건강상태와 질병 관련 비용의 측면에

녹내장의 진행은 모든 환자에서 초기 녹내장에서 시작하

서 정량화하고 분석하는 수학적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주기를 지날 때마다 환자는

질보정 수명과 녹내장 치료 관련 비용을 사회적인 관점에

건강관련 효용과 비용을 축척하게 되며, 기존의 녹내장 상

서 파악하였으며, 비용효과의 점진적 증가 비율을 계산하

태에 머무르거나 다른 상태로 진행된다. 녹내장 상태의 진

여 검사 전략에 따른 비용효과를 비교하였다. 질보정 수명

행은 경도에서 중등도로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이란 기대 수명에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보정한 수정으

하였고, 각 한 주기의 길이는 1년으로 설정하였다. 녹내장

로 비용효과 분석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다. 모든 임상

의 진행 확률을 0.1로 가정하였으며, 검사전략에 따라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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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확률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시신경섬유층촬영검사 등을

접 의료비용뿐 아니라 시간비용, 간병비용, 교통비용 등의

포함하는 여러 검사를 시행하여 녹내장 질병 상태를 입체

간접 의료비용도 포함하였다(Table 1). 생산성 손실에 따른

적으로 파악할 때에는 보다 정확한 녹내장의 진행 예측이

비용 등의 사회적인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직접의

가능해지므로 적절한 치료법으로 녹내장의 진행을 늦출 수

료비용으로는 진찰료, 세극등현미경검사, 전방각검사, 시야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녹내장으로 인해 추가 사망률의

검사, 광학단층촬영검사, 시신경유두 사진촬영 그리고 안압

증가는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연 사망률은 연령에

하강제 비용 등을 포함하였다.

비례하는 것으로 통계청으로부터 한국인의 평균 사망률을

용, 간병비용, 교통비용을 포함하여 파악하였다. 교통비용

구하여 사용하였다

은 녹내장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 방문을 위해 교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16)를 이용하였으며, 직

30,31

간접 의료비용은 시간비

통수단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파악하였고, 시
간비용은 녹내장 환자가 녹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나 약국을 이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로 정

Table 1. Costs used in the model

의하였으며, 간병비용은 녹내장 치료를 위한 의료 이용 시

Parameter
Medication

Examination

Visit

Value (KRW)

Prostaglandin

16,583

Cosopt

23,570

Alphagan

16,075

Total cost of medication

56,228

Nonofficial medication

107,334

유급간병인 비용과 보호자의 비공식적 돌봄(informal care)
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적 손실을 파악하였다.
본 모델의 주된 목적은 녹내장 환자의 검사전략에 따른
진행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녹내장 진행 확률은
이전의 임상시험과 비용효과분석 모델에서 구하여 사용하
27,28,32

주기에 따른 녹내장 진행 확률에 대한 이전 연

Slit-lamp biomicroscopy

2,287

였다.

Tonometry

2,275

구 또는 자료가 없는 관계로, 약물치료 시에 녹내장 진행

Gonioscopy

7,837

확률에 비례하여 추적관찰 주기에 따라 진행 확률이 변화

Disc photography

14,150

한다는 가정하였다(Table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들은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62,400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Visual Field

24,375

Total cost of examination

113,324

Total cost of examination

224,361

First visit

16,800

Transportation

1,981

Societal cost of visit time
Frequency of visit/year

32,195
4 per year

Total inpatient days

3 days

Total outpatient days

2 days

KRW = Korean won.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불
확실성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였다. 민
감도 분석이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인위적으로 변
화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분석방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 전략에 따라 초기 녹내장에서
중기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확률이 변화하는 비율에 대한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토네이도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변수가 변할 때,
실제 순금전적인 건강이익(net monetary benefit)이 어떻게

Table 2. Utilities and other parameters used in the model
Parameter
Utilities

Transition probabilities

Value

Mild glaucoma

0.92

Moderage glaucoma

0.89

Severe glaucoma

0.86

Unilateral blindness

0.47

Bilateral blindness

0.26

Dead

0

Progression from less to more severe OAG state

0.1

Progression from mild to moderate OAG, medication

0.0914

Utility means the quality of life which is between perfect health state (1.0) and dead state (0).
OAG = open angle glau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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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지를 비용지불역치(willingness to pay)에 맞추어 분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진적 비용효과비는 질

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모델이 어느 변수에 가장 민감하

보정 수명당 24,973,43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 검사

게 변하는지를 파악하였다. 둘째, 1차원 그리고 2차원 민감

전략의 점진적 비용효과비는 1단계 검사전략 대비 질보정

도 분석을 시행하여 주요 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본 연

수명당 8,866,811원으로 3단계/2단계 검사전략의 점진적

구 결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비용효과비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민감도 분석에서는 3단계 검사전략을 할 경우에 2단계

결

검사 전략보다 녹내장 진행 확률이 약 4.6% 이하로 감소할

과

경우 그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2). 검사전략에
초기 원발개방각녹내장의 치료에서 안압과 시신경유두

따른 진행 확률의 변화 비율의 불확실성을 파악한 2차원

검사만을 사용하여 추적관찰할 경우 17,588,763원의 비용

민감도 분석에서도 3단계 검사전략이 비용효과적인 전략인

이 발생하고, 14.1년의 질보정 수명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단계 검사전략 대비 3단계 검사

나타났다. 안압, 시신경유두검사 그리고 시야검사를 사용하

전략의 진행 확률이 약 4.5% 이상 감소하고, 1단계 검사전

여 추적관찰하면서 치료할 경우 18,503,750원의 비용이 발

략 대비 2단계 검사전략의 진행 확률이 3%에서 15%까지

생하고 14.2년의 질보정 수명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

점진적으로 감소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용효과성이 우수하

났으며, 안압, 시신경유두검사, 시야검사 그리고 빛간섭단

였다(Fig. 3). 녹내장 치료 기간에 따른 각 녹내장 검사 전

층촬영검사를 시행하며 추적관찰을 통한 치료를 할 경우

략의 비용효과를 비교한 분석에서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

20,846,115원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14.3년의 질보정 수명

록 점진적 비용효과비가 낮아졌다(Table 4). 즉 치료 기간

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3단계 검사전략이 2단계

이 길어질수록 빛간섭단층촬영검사를 포함하는 3단계 검사

검사전략에 비하여 많은 비용과 많은 질보정 수명의 획득

전략이 더욱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Cost-effectiveness of glaucoma patients with medication according to different
examination strategy: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Table 3. Cost-effectiveness of treating newly diagnosed mild open-angle glaucoma using different examination strategies
Examination
strategy

Cost (KRW)

Incremental cost
(KRW)

Effectiveness
(QALYs)

Incremental effectiveness
(QALYs)

ICER
(KRW/QALYs)

Primary

17,588,763

Secondary

18,503,750

914,986

14.2

14.1
0.1

8,866,811

Tertiary

20,846,115

2,342,365

14.3

0.1

24,973,430

Tertiary examination strategy was found to be highly cost-effective in the analysis. Primary examination means intaocular pressure + optic
disc photography, secondary examination means primary examination + visual field, tertiary examination means secondary examination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KRW = Korean won; QALY = quality adjusted life years; ICER = incremental cost-effectiv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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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비용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압, 시신경유두,
그리고 시야검사만을 시행하는 2단계 검사전략 대비 3단계

본 연구에서는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에서 추적관찰 시

검사전략의 점진적 비용효과비는 질보정 수명당 24,973,430원

에 검사전략들과 녹내장의 진행률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을

으로 대한민국의 GDP를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

시행하였다. 그 결과, 빛간섭단층촬영검사를 포함하는 3단

타났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녹내장의 진행 확률과 녹내장

계 검사전략의 경우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의 효용(utility)이 본 연구모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Figure 2. One-way sensitivity analysis of
cost-effectiveness of glaucoma patients with
medication on ratio of transition probability by
tertiary examination strategy over secondary
and primary examination strategy. Threshold
for tertiary examination and secondary examination strategy was 0.9542 of ratio of progression probability of tertiary examination
over primary examination. It implicates that
tertiary examination strategy is most cost effective as it decreases the progression rate only
by 4.5%. W TP = willingness to pay.

Figure 3. Two-way sensitivity analysis of cost-effectiveness of glaucoma patients with medication on ratio of transition probability by tertiary and secondary
examination strategy over primary examination
strategy. Tertiary examination is most cost-effective
strategy when progression rate is lower in tertiary examination than primary examination. W TP = willingness to pay.
Table 4. Cost-effectiveness of treating newly diagnosed mild open-angle glaucoma using different examin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 treatment duration with 10 years intervals
Treatment of
Treatment of
Treatment of
Treatment of
Treatment of
10 years
20 years
30 years
40 years
50 years
Primary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Secondary
73,798,803
21,696,402
13,259,706
10,852,118
10,083,530
Tertiary
192,865,303
56,566,183
34,232,906
27,774,170
25,648,243
Primary examination means intaocular pressure + optic disc photography, secondary examination means primary examination + visual field.
Tertiary examination means secondary examination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ncremental cost effective ratio (ICER) =
KRW/QALY.
Examin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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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또는 2단계 검사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다.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자들이 아는 한 한국인의 녹내장에서 검사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 번째, 녹내장의

전략과 녹내장의 진행 확률에 관한 첫 번째 연구이다. 본

자연사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녹내장의 진행

연구에서는 녹내장의 진행 확률이 높을수록 시신경 섬유층

확률에 대한 몇 가지 가정(assumption)이 적용되었다. 기존

촬영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녹내장 검사전략이 비용효과적

의 출간된 연구들에서 도출한 녹내장 약물치료에서의 진행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임계점은 4.6%인 것으로 추정되

확률에 비례하여 추적관찰 주기별로 진행 확률이 달라진다

었다. 즉 녹내장의 추적관찰을 시행할 때, 초기 녹내장에서

는 가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

중기 녹내장으로의 1년 당 진행률을 4.6% 정도만 낮출 수

하기 위하여 진행 확률에 대한 민감도 검사를 시행하여 불

있다면, 빛간섭단층촬영을 포함하는 다각적 녹내장 검사전

확실성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본 연구에 사용된

략이 보다 비용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녹내

진행 확률 및 효용(utility)은 외국의 연구자료 결과를 참조

장의 진행속도는 시간 함수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36,37 한국인 녹내장 환자들의 효용이 외국과 달라서

되었다.28 즉 시간에 지남에 따라 녹내장의 진행속도는 선

외국 연구의 결과를 한국인에게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형(linear)으로 증가하지 않고 지수함수(exponential)로 증가

수 있다. 이는 녹내장 자연사에 관한 연구와 녹내장 환자의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질병이 경과할수록 진행이 점점 빨

효용에 관한 국내 연구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진

라지는 특성을 가진 녹내장의 치료에 있어서 진행을 억제

은 한국인 녹내장 환자의 효용에 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빛간섭단층촬영을 포함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의 녹내장 질환과 한국의 녹내

한 다각적인 검사전략을 시행하여 경과관찰하는 것이 우리

장 질환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

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

점이 있다. 세 번째, 3단계 검사전략을 사용했을 때 녹내장

단할 수 있다.

의 1년 당 진행률을 4.6% 이상 낮춘다는 현실에서의 연구

녹내장의 검사전략에 대한 비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제한적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녹내장 진단을 위한 두가

필요하며, 3단계 전략이 비용효과적이라는 주장에는 진행

지 검사방법(confocal scan laser ophthalmoscopy [HRT II]

률을 4.6% 이상 낮춘다는 조건 명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와 scanning laser polarimetry [GDx])의 녹내장 진단의 비

마지막으로 녹내장 질병의 경우 단안에 침범하였을 때와

용효과 분석을 한 결과, GDx가 더 정확한 진단 기능이 있

양안을 침범하였을 때의 양상과 예후가 다르며, 손상 위치

33

지만, HRT II가 보다 비용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에 따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러한 개별적인

최근에는 인도에서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였을 때, 안압검사와 시야검사를 이용한 검진(screening)을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녹내장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

시행하였을 때 환자가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해서 빛간섭단층촬영 검사를 포함하는 검사전략이 우리나

34

받을 때보다 비용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

최근에 시행된 57개의 출간된 논문을 사용한 메타분석에서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녹내장에 관한 보건학적인 자료로

는 최적의 녹내장 검사 조합을 찾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35

못했다는 보고도 있다.

마지막으로 빛간섭단층촬영을 이

유용함과 동시에, 임상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용한 검진을 시행하였을 때 녹내장의 시력감소를 줄일 수
35

있다는 비용효과 연구의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는 개별적인 녹내장 검사 방법의 비용효과성을 알아보거나,
전국민 검진의 유용성을 파악한 연구로써 본 연구와는 거
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녹내장의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1단계 또
는 2단계에 비하여 3단계 전략의 점진적 비용효과비가 적
어졌다(Table 4). 이는 녹내장의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빛간섭단층촬영검사를 포함한 다각적인 검사전략이 보다
효과적임을 암시한다. 녹내장은 일반적으로 평생에 걸쳐
추적관찰이 필요한 질병임을 고려할 때 3단계 전략을 고려
할 수 있겠다. 반대로 기대 수명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102

REFERENCES
1) Jonas JB, Aung T, Bourne RR, et al. Glaucoma. Lancet 2017;390:
2183-93.
2) Levine RM, Yang A, Brahma V, Martone JF. Management of blood
pressure in patients with glaucoma. Curr Cardiol Rep 2017;19:109.
3) Jutley G, Luk SM, Dehabadi MH, Cordeiro MF. Management of
glaucoma as a neurodegenerative disease. Neurodegener Dis Manag
2017;7:157-72.
4) Bourne RRA, Jonas JB, Bron AM, et al. Prevalence and causes of
vision loss in high-income countries and in Eastern and Central
Europe in 2015: magnitude, temporal trends and projections. Br J
Ophthalmol 2018;102:575-85.
5) Wang B, Congdon N, Bourne R, et al. Burden of vision loss asso-

- 최진아⋅지동현 : 녹내장의 검사전략의 비용 효과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ciated with eye disease in China 1990-2020: findings from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5. Br J Ophthalmol 2018;102:
220-4.
Sung H, Shin HH, Baek Y, et al.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visual impairments among primary glaucoma:
the results from Nationwid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hort from 2004 to 2013. BMC Ophthalmol 2017;17:153.
Chan EW, Li X, Tham YC, et al. Glaucoma in Asia: regional prevalence variations and future projections. Br J Ophthalmol 2016;100:
78-85.
Kim KE, Kim MJ, Park KH, et al. Prevalence, awareness, and risk
factors of primary open-angle glaucoma: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1. Ophthalmology
2016;123:532-41.
Flaxman SR, Bourne RRA, Resnikoff S, et al. Global causes of
blindness and distance vision impairment 1990-2020: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ancet Glob Health 2017;5:e1221-34.
Rein DB. Vision problems are a leading source of modifiable
health expenditures. Invest Ophthalmol Vis Sci 2013;54:Orsf18-22.
Dirani M, Crowston JG, Taylor PS, et al. Economic impact of primary open-angle glaucoma in Australia. Clin Exp Ophthalmol
2011;39:623-32.
Okafor KC, Brandt JD. Measuring intraocular pressure. Curr Opin
Ophthalmol 2015;26:103-9.
Maheshwari R, Choudhari N, Deep Singh M. Tonometry and care
of tonometers. J Curr Glaucoma Pract 2012;6:124-30.
De Smedt S. Noninvasive intraocular pressure monitoring: current
insights. Clin Ophthalmol 2015;9:1385-92.
Siaudvytyte L, Januleviciene I, Ragauskas A, et al. Update in intracranial pressure evaluation methods and translaminar pressure gradient role in glaucoma. Acta Ophthalmol 2015;93:9-15.
Greslechner R, Spiegel D. Clinical evaluation of the optic disc in
glaucoma. Ophthalmologe 2016;113:816-23.
Myers JS, Fudemberg SJ, Lee D. Evolution of optic nerve photography for glaucoma screening: a review. Clin Exp Ophthalmol
2018;46:169-76.
Kim KE, Park KH. Optic disc hemorrhage in glaucoma: pathophysiology and prognostic significance. Curr Opin Ophthalmol
2017;28:105-12.
Mwanza JC, Budenz DL. New developments 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aging for glaucoma. Curr Opin Ophthalmol 2018;
29:121-9.
Tatham AJ, Medeiros FA. Detecting structural progression in glaucoma with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phthalmology 2017;
124:S57-65.
Yohannan J, Boland MV. The evolving role of the relationship be-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tween optic nerve structure and function in glaucoma. Ophthalmology
2017;124:S66-70.
Vianna JR, Chauhan BC. How to detect progression in glaucoma.
Prog Brain Res 2015;221:135-58.
Guedes RAP, Guedes VMP, Chaoubah A. Cost-effectiveness in
glaucoma. concept result, and curent perspecitve. Revista Brasileira
de Oftalmologia 2016;75:336-41.
The Glaucoma Laser Trial Research Group. The Glaucoma Laser
Trial (GLT). 2. Results of argon laser trabeculoplasty versus topical
medicines. Ophthalmology 1990;97:1403-13.
Glaucoma Laser Trial Research Group. The Glaucoma Laser Trial
(GLT) and glaucoma laser trial follow-up study: 7. Results. Am J
Ophthalmol 1995;120:718-31.
Leske MC, Heijl A, Hussein M, et al. Factors for glaucoma progression and the effect of treatment: the early manifest glaucoma
trial. Arch Ophthalmol 2003;121:48-56.
Stein JD, Kim DD, Peck WW, et al. Cost-effectiveness of medications compared with laser trabeculoplasty in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open-angle glaucoma. Arch Ophthalmol 2012;130:
497-505.
Heijl A, Bengtsson B, Hyman L, Leske MC. Natural history of
open-angle glaucoma. Ophthalmology 2009;116:2271-6.
Katz DA, Welch HG. Discounting in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healthcare programmes. Pharmacoeconomics 1993;3:276-85.
Rylander NR, Vold SD. Cost analysis of glaucoma medications.
Am J Ophthalmol 2008;145:106-13.
Vold SD, Wiggins DA, Jackimiec J. Cost analysis of glaucoma
medications. J Glaucoma 2000;9:150-3.
Motlagh BF. Medical therapy versus trabeculectomy in patients
with open-angle glaucoma. Arq Bras Oftalmol 2016;79:233-7.
Mokhtari-Payam M, Moradi-Lakeh M, Yaghoubi M, Moradijou
M.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confocal scan laser ophthalmoscope (HRT II) versus GDX for diagnosing glaucoma. J Curr
Ophthalmol 2015;27:16-20.
John D, Parikh R. Cost-effectiveness of community screening for
glaucoma in rural India: a decision analytical model. Public Health
2018;155:142-51.
Antony K, Genser D, Fröschl B. Validity and cost-effectiveness of
methods for screening of primary open angle glaucoma. GMS
Health Technol Assess 2007;3:Doc01.
Paletta Guedes RA, Paletta Guedes VM, Freitas SM, Chaoubah A.
Utility values for glaucoma in Brazil and their correlation with visual function. Clin Ophthalmol 2014;8:529-35.
Saw SM, Gazzard G, Au Eong KG, et al. Utility values in Singapore
Chinese adults with primary open-angle and primary angle-closure
glaucoma. J Glaucoma 2005;14:455-62.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