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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부 광간섭 단층촬영을 이용한 여과포의 

형태학적 분석: 사전 연구

신주연1⋅강성용2⋅김나래1⋅홍사민1⋅성공제1⋅김찬윤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 개발연구소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2

목적: 전안부 광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해 여과포내 구조를 관찰하고 기능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대상과 방법: 개방각녹내장으로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한 28안을 대상으로 전안부 광간섭단층촬영으로 여과포벽,결막하액체,상공막액
체,공막편하 방수유출통로를 관찰, 계측하여 세극등현미경상 분류와 비교하였다. 술 후 안압 조절에 따라 성공군와 실패군으로 나누어 
형태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세극등현미경검사를 기준으로 미만성기능적여과포(n=17), 낭포성여과포(n=5), 테논낭포(n=3), 여과포형성부전(n=3)로 분류하였
으며 이는 전안부 광간섭단층촬영상 내부구조와 일치하였다. 또한 성공군(n=12)과 실패군(n=16)간의 결막하액체(mm) (p=0.0004)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과포벽(p=0.098), 상공막액체(p=0.87), 공막편하 방수유출통로(p=0.196)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전안부 광간섭단층촬영상 여과포 내 구조는 육안상의 형태와 일치했고, 여과포 기능과 결막하 액체가 높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 인해 여과포 연구에서 전안부 광간섭단층촬영의 유용성을 확인하였고, 관련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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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주절제술은 1968년 Cairns에 의해 시작된 이후 오늘

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녹내장 수술 방법이다.1 섬유주절제

술은 안구내의 방수를 결막하공간으로 배출하고 이것이 결

막하에서 퍼져나가 안압을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섬유주절

제술의 여과포 형태가 수술 성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2-5 따라서 여과포의 형태를 보다 객관

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여러 분류법이 소개되었으며, 대표적

인 것으로는 Kronfeld에 의한 분류법, Indiana bleb apper-
arance grading scale(IBAGS), Moorfields bleb grading 
system scale (MBGS) 등이 있다.6-8

 그러나 이러한 분류

법은 세극등검사를 통해 얻어진 소견을 이용한 방법으로, 
여과포 내의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여과포 내부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음 소

개된 것은 초음파 생체 현미경(Ultrasound biomicroscopy: 
UBM)을 통한 것이었다.9.10

 그러나 UBM은 접촉식이며 축

방향 해상도가 25 μm까지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전안부 광간섭 단층촬영: VisanteTM
 

OCT는 비접촉식이며, 축방향 해상도가 18 μm까지 미치므

로, 여과포 내의 구조와 기능의 예측에 더욱 정확하고 손쉬

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11.12 VisanteTM
 OCT 는 고해상도의 

전안부 광간섭 단층촬영기로 축방향 해상도는 18 μm이다. 
이 기기는 1310 nm의 초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저결맞음 

간섭계(low coherence interferometry)에 기초를 하였으

며, 여러 개의 A-scan을 시행하여 얻어진 영상은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2차원의 영상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안부 광간섭 단층촬영: VisanteTM

 OCT 

(Anterior segmen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Carl 
Zeiss Meditec)를 이용하여 섬유주절제술 이후 생성되는 

여과포 내의 구조를 관찰하고, 이것을 기존의 세극등검사상 

여과포 소견에 의한 분류와 비교하고 안압 조절 양상에 따

른 여과포의 형태적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본원 녹내장 외래에 

내원한 환자 중 Mitomycin C (MMC) (0.2~0.4 mg/ml, 2~3
분)를 사용한 섬유주절제술을 시행 받은 개방각녹내장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안의 여과포의 내부구조를 관

찰하기 위해 전안부 광간섭 단층촬영: VisanteTM
 OCT Model 

1000 (Anterior segmen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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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rphology of bleb using VisanteTM
 OCT. BW=bleb wall thickness; SF=subconjunctival fluid; SS=scle-

rotomy site; SF=scleral flap; R=route under scleral flap; SSF=suprascleral fluid.

Carl Zeiss Meditec)을 이용하였다. 검사 프로토콜 선택 시 

‘bleb’ 모드를 이용하여 촬영을 시행하였다.
전안부 광간섭 단층촬영은 검사는 저자 중 한사람인 동

일한 검사자(KSY)에 의해 눈꺼풀을 가볍게 올린 채 여과

포의 형태를 가장 잘 노출시킬 수 있도록 조정된 주시점을 

본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여과포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수

직으로 수차례 여과포를 촬영하여 이 중 내부구조가 가장 

명확하게 촬영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여과포 내의 

구조물은 VisanteTM
 OCT에서 관찰되는 소견을 바탕으로 

여과포 벽두께, 결막하 액체, 상공막 액체와 공막편 하 방수

유출통로 등으로 나누어 내장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측

하였다(Fig. 1). 여과포 벽두께는 결막의 음영으로부터 결

막하 액체까지의 거리로 거의 균일한 음영을 가지는 공간

으로 정의하였고, 결막하 액체는 여과포벽 아래에 위치하

는, 미세낭포나 낭포 등으로 인해 다소 불균일하며 저음영

에서 중간음영을 보이는 공간으로 , 상공막 액체는 공막에 

연접하여 위치하는, 공막 주위의 균일한 저음영의 공간으

로, 그리고 공막편 하 방수유출통로는 공막편 아래로의 저

음영의 통로로 정의하였다. 
여과포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세극등현미경검

사를 바탕으로 여과포를 미만성 기능성 여과포, 낭포성 여

과포, 테논낭포, 여과포 형성 부전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미만성 기능성 여과포는 세극등 검사상 여과포가 상승되어 

있고, 여과포 벽의 섬유화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로, 낭포성 

여과포는 세극등검사상 여과포의 상승을 보이고, 여과포 벽

의 섬유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낭포가 

발견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테논낭포는 세극등 검사상 

상승된 여과포가 관찰되나 여과포 벽의 섬유화가 관찰되는 

경우를, 여과포 형성 부전은 세극등 검사상 여과포의 상승

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촬영일 당시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시행하였고, 골드만 압

평 안압계를 이용해 검사안의 안압을 측정하였으며, Singh 
et al11의 방법과 같이 술후 안압 하강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압이 18 mmHg 이하인 경우를 ‘성공군’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실패군’으로 정의하였다. 술전 안압이 

18 mmHg 이하인 경우에는 안압이 수술 전에 비해 20 %이

상 하강된 경우를 ‘성공군’으로 분류하였다. 
통계는 SAS (The SAS system for windows, ver 9.1.3, 

SAS institute, USA)를 이용하여 성공군과 실패군의 차이

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연속형 범주 중 정규분포를 만족

하는 나이, 안압, 여과포 벽두께, 결막하 액체, 상공막 액체 

공간의 높이 항목은 independent t-test를, 술 후 경과시간

은 Wilcoxon rank sum test를 이용하였으며 범주형 변수인 

성별과 공막편 하 방수유출통로의 유무 항목의 경우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고 기대빈도 2이하인 경우는 Pear- 
son’s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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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S-OCT image and corresponding slit-lamp appearance. (A) Diffuse functioning bleb. (B) Cystic bleb. 
(C) Encapsulated bleb. (D) Flattened bl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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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intrableb parameters between 4 different bleb type
Diffuse functioning 

bleb (n=17)
Cystic bleb 

(n=5)
Encapsulated bleb 

(n=3)
Flattened bleb

(n=3)
Age (y) 50.76±13.04 59.00±16.29 52.33±14.15 65.00±19.97
Sex (M/F) 14/3 2/3 3/0 2/1
Postop (months) 44.82±34.17 8.4±2.70 35±42.79 103±63.24
IOP (mmHg) 11.29±4.62 11.60±2.70 22.00±7.00 25.00±7.00
Successful/Failed*

 (n) 8/9 3/2 0/3 0/3
Bleb wall thickness(mm) 0.14±0.04 0.11±0.05 0.43±0.06 0.25±0.09
Subconjunctival fluid (mm) 0.48±0.34 0.73±0.39 0 0.02±0.02
Suprascleral space (mm) 0.21±0.13 0.14±0.05 2.20±0.36 0.08±0.02
Route under scleral flap (+/-) 17/0 3/2 2/1 0/3

*Successful: IOP≤18 mm Hg without ocular hypotensive medication; Failed: IOP>18 mmHg or use of ocular hypotensive medication.

Table 2.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intrableb parameters between successful and failed bleb groups
Successful (n=12) Failed (n=16) p-value

Age (y) 51.75±17.04 55.50±12.57 0.51
Sex (M/F) 7/5 14/2 0.1
Postop (months) 23.41±23.94 58.56±46.64 0.115
IOP (mmHg) 9.42±3.73 17.37±6.77 0.001*
Bleb wall thickness (mm) 0.13±0.05 0.22±0.13 0.09
Subconjunctival fluid (mm) 0.70±0.37 0.21±0.24 0.004*
Suprascleral space (mm) 0.24±0.16 0.53±0.84 0.87
Route under scleral flap (+/-) 11/1 11/5 0.2

Successful: IOP≤18 mmHg without ocular hypotensive medication; Failed: IOP>18 mmHg or use of ocular hypotensive medication.
*p<0.05.

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총 28명 28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

은 53.9±14.5세, 술 후 경과시간은 평균 43.5개월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남자 21명, 여자 7명이었다. 세극등현미경검

사상 여과포를 미만성 기능성 여과포(n=17), 낭포성 여과

포(n=5), 테논낭포(n=3), 여과포 형성부전(n=3)으로 분

류하였다(Table 1). 그 후 각 여과포 형태에서의 전안부 광

간섭단층촬영상 구조적인 특성을 알아보았다. 미만성 기능

성 여과포(Fig. 2A, n=17)는 VisanteTM
 OCT 촬영상 두꺼

운 결막하 액체 공간과 중등도 혹은 저음영의 여과포내 반

사를 나타내었고 모든 경우에서 상공막 액체와 공막편 아

래로의 방수유출경로가 확인 되었다. 
낭포성 여과포(Fig. 2B, n=5)에서는 얇은 여과포벽과 다

낭성의 결막하 공간이 관찰되었다. 명확한 상공막 액체 공

간은 보이지 않았으며 5안 중 3안에서 공막편 아래로의 방

수유출경로가 확인되었다. 테논낭포(Fig. 2C, n=3)에서는 

저음영의 상공막 공간과 이를 둘러싼 고반사 조직이 관찰

되었으며 결막하 액체는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다. 공막편 

아래로의 유출로는 총 3안중 2안에서 확인되었다. 여과포 

형성 부전(Fig. 2D , n=3)에서는 결막하 액체와 상공막 액

체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공막과 결막은 유착되어 고음

영의 반사를 나타냈으며 모든 경우에서 공막편 아래로의 

방수유출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여과포의 구조와 안압 조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같은 대상안을 술 후 안압 하강제의 사용여부와 안압을 

기준으로 성공군(n=12)과 실패군(n=16)으로 분류하였다 

(Table 2). 성공군과 실패군 간의 연령, 성별, 술후 경과시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두 군 간의 안압(mmHg)은 

성공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011). 두 군의 여과포 

벽두께(mm), 결막하 액체 공간의 높이(mm), 상공막 액체 

공간의 높이(mm), 공막편 하 방수유출통로의 유무를 비교

한 결과, 결막하 액체 공간의 높이가 성공군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004). 반면, 여과포 벽두께(p= 
0.098), 상공막 액체(p=0.87), 공막편 하 방수유출통로의 

유무(p=0.196)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형태적 분류와 성공-실패군으로 나

눈 두 기능적 분류와의 관계를 알아보면, 테논낭포와 여과포 

형성 부전은 모든 경우 실패군으로 분류되었고, 미만성 기능

성 여과포와 낭포성 여과포에는 성공군과 실패군이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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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and intrableb parameters between successful and failed bleb groups in diffuse 
functioning bleb and cystic bleb

Successful (n=12) Failed (n=10) p-value
Bleb type (n)
   Diffuse functioning bleb 8 9
   Cystic bleb 4 1
Age (y) 51.75±17.05 53.60±9.63 0.76
Sex (M/F) 7/5 9/1 0.09
Postop (months) 23.42±23.94 52.30±37.98 0.06
IOP (mmHg) 9.42±3.73 13.70±3.62 0.01*
Bleb wall thickness (mm) 0.13±0.05 0.14±0.04 0.73
Subconjunctival fluid (mm) 0.70±0.37 0.33±0.22  0.01*
Suprascleral space (mm) 0.24±0.16 0.16±0.04 0.12
Route under scleral flap (+/-) 11/1 9/1 0.89

Successful: IOP≤18 mmHg without ocular hypotensive medication; Failed: IOP>18 mmHg or use of ocular hypotensive medication.
*p<0.05.

함되었다. 미만성 기능성 여과포와 낭포성 여과포에서 성공

군으로 분류된 경우는 실패군에 비해 결막하 액체 공간의 

높이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083, Table 3).

고 찰

최초의 여과포의 형태적 분류는 1949년 Kronfeld13에 의

해 기술되었다. 그는 여과포의 형태를 type Ⅰ, type Ⅱ, 
type Ⅲ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들을 각각 기능성 여과포

인 다낭성 여과포와 미만성 기능성 여과포, 그리고 비기능

성인 여과포 형성부전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는 여과포 내부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

다. 이후 영상기기의 발전으로 여과포 내부 구조의 관찰이 

가능해짐에 따라 여과포의 형성과 치유과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내부 구조에 대한 관찰은 UBM을 통해 Yam- 
amoto et al9과 Pavlin et al10에 의해 기술되었다. 이들은 

UBM을 이용해 여과포를 저반사(type L: Low reflective), 
고반사(type H: High reflective), 테논낭포(type E: Enc0 
apsulated), 여과포 형성부전(type F: flattened)으로 분류

하였으며 저반사 군에서 안압이 효과적으로 조절되고, 고반

사, 테논낭포, 여과포 형성부전군에서는 안압조절이 불량하

다고 주장하였다. Savini et al14은 Stratus OCT (Carl Zeiss 
Meditec, Dublin, California, USA)를 이용해 두꺼운 여과

포 벽과 하나의 큰 액체공간을 가지는 Type A, 얇은 여과

포 벽과 여러 액체 공간을 가지는 Type B, 여러 평평한 형

태의 공동을 가지는 Type C의 세 가지 타입으로 여과포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Stratus OCT는 2 mm의 낮은 투과성

으로 인해 여과포의 내부를 관찰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안부 광간섭 단층촬영: VisanteTM

 OCT
를 사용해 여과포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였다. VisanteTM

 

OCT는 축 방향 해상도가 18 μm로, 25 μm인 UBM에서 관

찰하기 어려웠던 결막하 액체나 상공막 액체 등을 비교적 

정확히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분류한 미만성 기능

성 여과포, 낭포성 여과포, 테논낭포, 여과포 형성부전의 네 

가지 형태적 분류와 안압조절을 통해 분류한 성공군-실패

군의 두 가지 기능적 분류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테논낭포

와 여과포 형성부전이 모두 실패군으로 분류된 것은 UBM
을 이용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되던 미만성 기능성 여과포와 낭포성 

여과포에서도 ‘실패군’으로 분류된 것들이 있으며, 이를 결

정짓는 인자는 결막하 액체 공간의 높이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모든 대상안을 성공군과 실패군으로 나누어 비교

했을 경우, 성공군에서 결막하 액체 공간의 높이가 유의하

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4) 여과포 벽의 두께와 

상공막 액체 공간의 높이, 공막편 하 방수유출통로의 유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과포

의 기능에 결막하 액체 공간의 높이가 중요한 인자로 나타

났다.  
여과 수술 후 여과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에 

따른 방수의 유출 경로도 결막을 통해 눈물층으로 흡수되

거나, 혈관으로의 흡수, 혈관 주위 결막 조직으로의 흡수 그 

외도 림프계를 통한 배출 등의 다양한 경로가 알려져 있다. 
여과포가 얇은 벽으로 국한되어 있는 형태라면 방수는 주

로 결막을 관통하는 여과에 의해 유출되며, 여과포가 넓고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다면 방수유출은 주로 결막하 흡수

에 의한 것으로 일어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과

포의 기능에서 결막하 액체 공간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으며, 내부 구조 영상에서의 결막하 액체의 존재는 지속

적으로 방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전의 연구에서도 Theelen et al16이 섬유주절제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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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를 보이는 군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차광

(shading)과 줄무늬(striping) 현상이 여과포 조직이 물을 

흡수하여 조직 투과성을 감소시키며, 테논낭 내에 미세한 

액체 공간을 가지게 되므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여과포에서 결막하 공간의 기능의 중요성을 

시사 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상안의 수가 적고 술 후 경과시간이 일정하

지 않은 군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안부 광간섭 단층촬영을 통해 관찰한 내부구조의 형태가 

세극등현미경의 여과포의 형태학적 분류와 일치하고, 성공

군과 실패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형태학적 소견

도 관찰되어 향후 연구를 통해 녹내장 수술의 성공률을 높

이는 방법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해 주

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추후 더 많은 대상안을 통한 전향

적인 추적관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

서는 결막하 액체의 높이만을 측정하였으나, Kawana et 
al17의 보고에 의하면 3차원적 구조인 여과포에서 결막하 

액체 공간의 부피가 여과포의 기능과 더욱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안부 광간섭 단층촬영은 여과포의 

기능에 중요한 요소인 결막의 혈관화나 Seidel 검사 등을 

관찰 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극등검사 소

견을 조합하여 수술 후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것이 더욱 바

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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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rphometric Analysis of Filtering Bleb Using Anterior 
Segmen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Pilot Study

Joo Youn Shin1, Sung Yong Kang2, Na Rae Kim1, Samin Hong1, Gong Je Seong1, Chan Yun Kim1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1, Seoul,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2,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intrableb morphology and function after trabeculectomy using anterior segmen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S-OCT)
Methods: Twenty-eight post-trabeculectomy eyes from patients with primary open-angle glaucoma were examined using 
AS-OCT. Intrableb structures, including bleb wall thickness, subconjunctival fluid, suprascleral fluid and the route under the 
scleral flap, were measured at the center of the bleb using AS-OCT and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lit-lamp appearance. 
Blebs were classified as successful (IOP≤18 mmHg without ocular hypotensive medication) and failed (IOP>18 mmHg or use of 
ocular hypertensive medication.) in order to compare parameters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he blebs were classified as either diffuse filtering (n=17), cystic (n=5), encapsulated (n=3) or flattened (n=3) according 
to slit lamp appearance and were correlated with AS-OCT images. Blebs were classified as successful and failed in order to 
compare parameters between the two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in regard to sub-
conjunctival fluid space (p=0.0004).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bleb wall thickness (p=0.098), suprascleral fluid 
space (p=0.87) or the route under the scleral flap (p=0.196). 
Conclusions: AS-OCT images of the intrableb structures were correlated with the appearance of the slit lamp, and a large sub-
conjunctival space was associated with good bleb function. AS-OCT is useful for evaluating blebs; further studies should be 
performed to verify these findings. 
J Korean Ophthalmol Soc 2010;51(2):234-240

Key Words: Anterior segment OCT, Bleb function, Intrableb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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